
410—생활의 지혜• 암을 이기는 생활 속 식품-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유채과 채소로 썰거나 강판에 갈았을 때 독특한 매운맛과 향기를 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에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암을 이기는 생활 속 식품

⁻브로콜리
모리미쯔 야스지로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생활과학부 식품과학 강좌 조교수



●● 해독체를 만드는 효소활동 촉진

우리 몸은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 방어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면역이라든가 이물질

대사라고 하는 해독체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발암물질 같은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각 장

기에서는 이물질을 배출시키려는 방어반응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것이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그림 1).

이 과정에서 해독효소1)라는 것이 만들어져 이물질 배출 작용을 돕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브로콜리에서 해독효소를 발견했다. 브

로콜리에는 해독효소의 하나인 퀴논 리덕타제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설포라판2)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세포 파괴와 변형을 가져오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

화물질과 설포라판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여 DNA를 보호하고 발암물질을 막아 유방암 등 각

종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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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포 내에서 만들어져 촉매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효소라 부르며, 독을 체외로 배출시키거나 체내에서 중화시키

거나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꾸는 것을 해독효소라 한다.

2)     퀴논 리덕타제(QR)는 제2상 해독효소의 일종으로 발암 예방효소라 일컬어지는데, 이 효소의 활동을 증강시켜

주는 물질이다.

그림 1. 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물질 해독 구조

변이원, 발암물질,

환경오염물질…

GST: 글루타티온-S-트랜스퍼라제  QR: 퀴논 리덕타제

제1상 해독요소 제2상 해독요소

(GST, QR 등)

생체

이물질
해독체활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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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이렇게 먹는 것이 point

브로콜리는 보통 갈아서 먹기보다 그냥 먹는다. 이 경우 장내 세균의 활동으로 인해 갈아 내

린 것과 같아지고, 거기서 설포라판의 흡수가 시작된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다. 각각의 식품에 함유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동족체의 성질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도 적합한 조리법이다.

Tip 과잉 섭취는 주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성분은 보통 식사 때 섭취하는 양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극단적

으로 과잉 섭취하거나 농축된 것을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종과 방광암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집에서 만들어 먹는 재미

브로콜리 게 수프(1인분당 열량 73 kcal, 염분 1.1 g)

재료(2인분): 브로콜리 150 g, 게 20 g, 대파 5 ㎝, 무 100 g, 생강 약간, 소스(콩소메 1/4개, 물 3/4컵, 소

금 1/6작은술, 간장 2/3작은술, 미림 1작은술), 샐러드유 1작은술, 녹말가루 1작은술

1. 브로콜리는 송이를 떼어내고, 단단한 줄기는 껍질을 벗겨놓는다.

2.  뜨거운 물에 ①의 줄기를 넣고, 다음으로 ①의 송이 부분을 넣는다. 살짝 데쳤다가 물에 담가 식힌다. 송

이 부분은 한 송이씩 잘게 나누고, 줄기는 막썰기를 한다.

3. 게는 연골을 추려 살을 바른다.

4. 대파, 생강은 얇게 썬다.

5.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④를 볶은 다음, ③과 ②를 넣고 다시 볶는다.

6.  ⑤에 소스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2～3분 더 끓이다가 물 3/4컵에 녹말가루를 약간 걸쭉

하게 풀고, 강판에 간 무즙을 넣는다.

자료 제공: 『암억제 식품사전』, 전나무숲 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