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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n interest in functional foods has been increasing. It was recommended placing a short definition. Therefore,

we performed research on the chemical functions and antioxidant ability of broccoli. This research is vital for preparing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highly-functional broccoli. Broccoli produced after applying sprouting and

light sources were used for research.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broccoli, including composition, free sugar, citric acid,

mineral and vitamin (A, C, E) cont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ability of broccoli compounds to reduce total phenolic

compounds, SOD-liked activity,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hydroxyl radicals were inspected. Total analysis relied

on the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Broccoli sprouts produced through plant factory system’s photosynthesis, treated

under different light sources, had superior amounts of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rude ash, compared to normal sprouts

under fluorescent light. Is it a facility or does it refer to the inner metabolism of the cell? Broccoli sprouts under red light had

superior amounts of glucose, fructose, malic acid, and oxalic acid, while broccoli sprouts under turquoise light had superior

amounts of citric acid. Broccoli sprouts under white light had superior amounts of various minerals, such as potassium,

magnesium, and sodium. In terms of antioxidant activity, data from the plant factory system shows an increase in EDA

antioxidants (1.63 mg/mL, 30.82%). Sprouts applied with turquoise light had superior amounts of hydroxyl radical

scavenging (65.62%), and sprouts applied with white light had superior amounts of activated SOD-like activity (52.69%).

Research on dehydrated broccoli sprouts showed that sprouts dehydrated with cold air had superior amount of malic, citric,

oxalic acid compared to sprouts dehydrated with hot air. In terms of vitamin levels, sprouts dehydrated with cold air had five

times the normal amount of vitamin A and E, whereas sprouts dehydrated with hot air had higher amounts of vitamin C.

Dehydration at low temperature also produced a higher amount of activated antioxidants (1.6 mg/mL of activated

antioxidant ability, 63.04% of SOD-like activity, and 67.76% of hydroxyl radical scavenging). Our results show that

antioxidant ability can vary by the type of photosynthesis and temperature level in which the sprouts are dehydrated.

Therefore, thorough foundational data is required to product the most functional broc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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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 차원에

서 식물공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Kang & Hong

2009). 식물공장 연구는 1950년대 이미 유럽에서 시작되었으

며 미국을 거쳐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

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을 융합한 형태로 다양

한 이점을 지닌 차세대 농업혁명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

다. 특히, 식물공장의 광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LED는 식물

의 광합성 및 생장에 필요한 파장역만을 선택적으로 공급하

여 식물의 색소제어나 항산화 물질의 증강, 병해충 방제 효

과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LED를 활용한 식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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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대되고 있다(Nishimura 등 2006; TIIC 2009; Nozue

등 2010).

또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은 무 농약, 무 호르몬 재배

등 식품생산의 안전성과 고기능성 식품의 수요 욕구를 부추

겨 새싹 채소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Lee 등 2011).

새싹 채소 중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는 십자화과 식물로, 항산화물질인 ascorbic acid, β-carotene,

rutin, selenium, glutathione, quercetin, sulforaphane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증식억제 및 해독효소의 유도효

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Zhang 등 1992; Kim 등 1997;

Kim 등 1999; Sok 등 2003). Kim 등(1997)은 국내에서 생

산되어 소비되는 20여 가지의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브로콜

리에 설포라판(sulforaghane)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

Sulforaphane은 발암물질로 전 처리한 생쥐의 유선에서 종양

발생을 억제하고(Gerhauser 등 1997),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rooks 등 2001). In vitro 실험에

서 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에 대한 강력한 살

균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Fahey 등 2002). 또한 sulforaghane

은 Nrf2(NF-E2-related factor-2(Nrf2))의 핵 내로의 이동 및

antioxidant response element(ARE)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항

산화 효소들의 발현을 유도함이 보고되었다(Surh 2003; Surh

등 2008). 이와 같이 식품의약(pharma-food)이라는 신조어까

지 등장할 정도로 식이성분은 단순히 영양소의 기능 외에 노

화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의약품의

기능까지 강조되고 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1).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식물영양소들의 건강유지 및 항진

기능은 이들을 건강식품 및 식품 신소재로 개발하려는 연구

들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Kim 2003; Kim 등 2006;

Jeong 2008). 특히 발아채소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발아채소류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용도도 다양

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물공장을 활용한 새싹 채소의 대량 생산 시스

템에 의한 연구는 주로 장미 등의 원예작물과 상추 등 경엽

채소들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졌으며(Soh 등 2001; Yeo 등

2007; Um 등 2010; Lee 등 2011), 브로콜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브로콜리의 생리활성 효과 등이

주를 이루었다(Han 등 2008; Kim 등 2009, Lee 등 2009a,

Lee 등 2009b, Cheng 등 2011). 또한 식품은 가공방법에

따라 복원성, 물성변화, 색, 맛, 조직감 등이 달라지며 이화

학적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도 변화된다(Cho 등 1994; Jung

등 1996; Jang 등 1997). 그러나 식물공장 시스템의 특정한

광파장에서 재배된 브로콜리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Kim 등 2011), 생산된 브로콜리 새싹의 가공방법에 따른 이

화학적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공장 대량 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브로콜리 새싹의 건강식품과 식품 신소재로서의 생

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브로콜리 새싹 재

배의 광원과 수확 후 가공조건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및 항

산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물공장 생산 시스템

을 활용한 고기능성 생리활성 브로콜리 새싹 생산체계 구축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브로콜리 새싹은 충남 아산시 소재 주)

미스바알텍의 식물공장에서 암조건에 2일 발아 시킨 후,

LED 광원으로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조사하여 생산하였

다. LED 광원은 청색광원(430-460 nm 파장), 적색광원(650-

680 nm)을 사용하였고, 대조군으로 일반 LED 광원을 사용

하였다. 브로콜리 새싹 재배 온도 범위는 21~23oC, 습도는

45~60%로 조절하였다. 수확한 브로콜리 새싹은 열풍건조기

를 이용하여 60oC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200 mesh로 분쇄

하였으며, −20oC에서 냉동 후 동결건조기(FD5508, Ilshin

Lab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70oC에서 12시간동안

동결 건조하였다.

2. 이화학적 특성 분석

1) 일반성분 분석

시료의 일반성분은 AMC(Approved Method Committee,

2000)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수분함량은 105oC

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회분은 회화법으로 측정하

였다. 무기질 함량은 0.5 g의 시료에 9 mL HNO3, 1 mL

H2O2를 가한 후 Microwave digestion system(MPR-300/

12S, Milestone Co., Sorisole, Bergamo, Italy)에서 산분해

하여 전 처리한 시료를 증류수로 50 mL 정용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Thermo Jarrell Ash Co.,

Franklin, Mass achusetts, USA)로 분석하였고, 원소 Fe, K,

Mg, Mn, Cu, Na, Zn의 ICP 표준시약(An Apex Co., Ltd,

Daejeon, Korea)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2) 유리당 조성

유리당 분석은 Jeong 등(2006)의 방법으로 유리당 획분을

얻은 다음 0.22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Sep-pak

C18로 색소 및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여 HPLC(HPLC 1100

Series, Agilent, Santa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Column

은 carbohydrate column(4.6×250 mm, Waters,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고, solvent와 flow rate는 70% acetonitrile

과 1.0 mL/min, detector는 RI로 하였고, column 온도와

injection volume은 각각 35oC와 20 µL였다. 표준물질로 사

용한 glucose, fructose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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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산 분석

유기산 함량은 분쇄한 시료 3 g에 80% EtOH 60 mL를

가하여 6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3회)하였다. 추출한 시료액

은 분석조건에 맞도록 희석한 다음 Sep-pak C18 cartridges

(Waters, Milford, MA, USA)를 통과시켜 0.45 µm membrance

filter(Woongki Science Co., Ltd., Seoul, Korea)로 여과한

것을 HPLC(HPLC 1200 Series, Agilent)로 분석하였다

(Yang 등 2008). 유기산 분석을 위한 HPLC 조건은 Capcell

Pak C18-AQ(4.6×250 mm, 5 µm) 칼럼을 사용하여 UV 210

nm에서 검출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0.1 M NH4H2PO4(pH

2.5 with H3PO4) 용액을 1 mL/min의 속도로 이동시켰다. 분

리된 피크는 유기산 표준물질(Sigma)과 retention time을 비

교하여 동정하고 표준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4) 비타민 A 함량

비타민 A의 함량은 Lee & Kim(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HPLC(HPLC 1100 Series)로 분석하였다. 시료 10 g을 취해

에탄올 30 mL과 10% pyrogallol·에탄올 용액 1 mL를 가하

여 잘 혼합하였다. 여기에 KOH용액 3 mL를 넣고 환류 냉

각기를 장치한 후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 검화시켰다. 실

온으로 급냉시킨 다음 증류수 30 mL를 가해 석유 에테르층

을 분액한 후 증류수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정색되지 않

을 때까지 세척하였다. 석유 에테르 층에 무수 황산나트륨

(Na2SO4)을 가해 탈수시킨 다음 rotary evaporator로 증류

(45)하였다. 이때 얻어진 잔류물에 benzene:hexane(1:5) 용액

10 mL를 가해 용해시킨 다음 이 반응물을 시험용액으로 하

였다. 이 시험용액 10 µL를 Novapak-Silica(3.9×150 mm,

Waters) column이 장착된 HPLC에 주입하여 453 nm에서 β-

carotene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 β-carotene 함량으로부터

vitamin A 효력치(IU)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였다.

5) 비타민 C 함량

비타민 C 함량은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0) 방법에 따라 RLD(적색광원), BLD(청색광원), WLD

(일반광원)으로 재배한 브로콜리 새싹 각각의 시료 2 g에 20

mL의 10% metaphosphoric acid를 가하여 10분간 현탁시킨

후 적당량의 5% metaphosphoric acid을 넣어 균질화한 다음

균질화된 시료를 100 mL mass flask에 옮기고 소량의 5%

metaphosphoric acid액으로 용기를 씻은 후 mass flask에 합

하여 100 mL로 정용한 다음 0.2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

하여 HPLC(Agilent 1200)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Shiseido

C18(4.6×250 mm, 5 µm,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solvent와 flow rate는 각각 0.05 M KH2PO4:acetonitrile

(60:40)과 1 mL/min으로 하였으며, UV파장과 injection

volume은 254 nm와 20 µL였다. 표준곡선은 L(+)-ascorbic

acid(Shinyo Pure Chemicals Co., LTD., Osaka, Japan)을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최종농도가 25, 50, 75, 100 ppm이

되도록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계산하였다.

6) 비타민 E 함량

비타민 E는 Ueda와 Igarash의 방법(1987)에 따라 HPLC

(HPLC 1100 Series)로 분석하였다. 시험용액은 앞선 비타민

A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다만 석유 에테르 층을

rotary evaporator로 증류한 다음 잔류물에 hexane 1.0 mL를

가해 용해시켜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이 시험용액 1 mL에

tocol 표준용액 1.0 mL를 가한 다음, 그중 10 µL를 Novapak-

Silica(3.9×150 mm, Waters) column이 장착된 HPLC에 주

입하였으며, peak 면적법으로 계산하여 시료중의 tocopherol

함량을 정량하였다. Tocopherol 측정 시 사용한 이동상 용매

조건은 hexane isopropanol(98:2), 유속 0.5 mL/min, 검출기

UV, wavelength 298 nm이었다.

3. 항산화 활성 분석

1) 페놀성 화합물

추출물 0.1 mL에 2% Na2CO3을 2.0 mL 가하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정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페놀성 화합물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catechin을 이

용하여 0~1.0 mg/mL의 농도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3

회 반복하였다(Bevenuti 등 2004).

2) SOD 유사활성 측정

시험관에 tris-HCl buffer 3 mL, 0.2 mM pyrogallol 0.2

mL, 추출물 0.2 mL를 가하고 25oC에서 10분 방치한 후,

1 N HCl 1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UV42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Tsuda 등 1995).

SOD-liked activity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3) 전자공여능 측정

추출물 0.5 mL에 0.15 mM DPPH 용액 3.5 mL 가하여

잘 섞은 후 517 nm에서 30분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나타내었다(Kang 등 2001).

EDA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4)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시험관에 0.1 mM FeSO4/EDTA 용액 0.2 mL, 10 mM 2-

deoxyribose 0.2 mL, 추출물 0.1 mL와 0.1 M phosphate

100
A

B
---- 100×⎝ ⎠
⎛ ⎞–

100
A

B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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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pH 7.4) 1.3 mL, 10 mM H2O2 0.2 mL를 가하고,

37oC incubator 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20% TCA

(trichloroacetic acid)용액 1 mL를 가하여 100oC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급속히 냉각시켜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Chung 1997).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군의 흡광도

4.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Cary, NC, USA)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각 시료간

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

다(p<0.05).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1) 광원에 따른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한 브로콜리 새싹의 광원에 따른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그 중 발아에 의한 영양소의

함량 변화를 평가할 때 주로 건량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Ueda & Igarash 1987) 저온에서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

싹의 일반성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식물공장 시스템에서

광원을 달리하여 6일 동안 발아 시킨 브로콜리 새싹의 수분

함량은 RLD 1.91%, BLD 0.95%, WLD 1.12%로 측정되

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RLD 16.59%, BLD 15.36%, WLD

25.16%이었고, 조지방 함량은 RLD 15.24%, BLD 13.30%,

WLD 17.17%, 조회분 함량은 RLD 6.71%, BLD 6.67%,

WLD 7.72%로 측정되었다. 새싹 채소는 종자에서 싹이 트

는 시기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영양소 등을 생합성하므로

단백질, 비타민, 효소,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등의 영양소가

완전히 성장한 채소나 종자에 비해 3-4배가 높다(Kurtzweil

1999). 같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4일간 발아시킨 건조한 무순

의 일반성분은 수분 2.28%, 조단백질 31.43%, 조지방 20.06%,

조회분 4.18%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Han 등(2003)의 연

구 결과와 비교하면 수분과 조단백질, 조지방의 함량은 낮게

나타났으나, 조회분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간

발아시킨 유채싹의 경우 조단백질 26.00%, 조지방 40.10%,

조회분 4.10%를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Kim 등 1988)와 비

교하면 조단백질과 조지방의 함량은 낮으며, 특히 조지방의

함량은 유채싹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회

분의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Lee 등(2009a)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브로콜리 싹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메밀싹, 유채싹,

무순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지방도 곡류인 옥수

수 3.8%와 쌀 1.3%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아채소에 함량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도 조

지방의 함량이 옥수수와 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새싹채소는 수분함량이 90% 이상으로 에너지원으로서

는 별로 가치가 없으나 칼슘이나 인, 철과 같은 미네랄을 비

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필수무기질의 좋은 공급원이 된다

고 알려져 있다(Feng 1997). Kim 등(2008)은 홍화종자를 3-

4일간 발아하여 각종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아되면서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은 감소하고, 무기질소, 회분과 조섬

유소의 함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19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자내 축적되어 있던 지방은 유리지방

산으로 분해되고 발아되면 지방으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다. 종자내에 있던 지방은 발아시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발아 후 96시간까지는 각 지방

산 함량이 모두 조금씩 감소하다가 120시간에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발아에 따른 무기물 함량은 초기에

서서히 감소하다가 120시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Kim 등 1988). Lee 등(2009a)은 브로콜리 새싹의 경우

건량기준으로 수분함량은 2.04%, 조단백질 22.04%, 조지방

12.80%, 조회분 6.25%, 탄수화물 56.87%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들 보다 지방성분의 함

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아 시 에너지로 쓰인 지방이

발아가 끝나고 생장기에 접어들어 함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식물체의 생장 및 형태 형성에 미치는 광환경에 대한 연

구 중에서도 최근 들어 발열량이 매우 적으며 식물체의 생

장 및 형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영역만을 갖고 있으

B A–

B
-------------- 100×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broccoli sprouts (%)

Sprout sample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RLD 1.91±0.27a2) 16.59±0.01 15.24±2.76 6.71±0.05b

BLD 0.95±0.33b 15.36±0.01c 13.30±2.83 6.677±0.17b

WLD 1.12±0.04b 25.16±0.01a 17.17±0.57 7.72±0.41a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1)RLD:Red lighting LED, BLD:Blue lighting LED, WLD: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2)Different letters (a-c)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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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를 이용한 폐쇄계내 환경 제어형 식물공장에서의 이용

성이 높은 광조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Brown 등 1995; Miyashita 등 1995). 광원에 따른 브로콜

리 새싹의 일반성분 함량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

면 수분은 적색광원(RLD)이, 조단백질과 조지방, 조회분 함

량은 모두 일반광원(WLD)이 가장 높았다. Kim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백색, 청색, 적색 광원으로 재배한 홍화새싹

에서 수분, 회분 및 지방의 함량은 적색광원으로 재배한 홍

화새싹에서, 조단백질 함량은 백색광원으로 재배한 홍화 새

싹에서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 수분과 조단백질 함량의

결과가 일치하였으나, 조회분 및 조지방 함량은 대조광원인

일반광원이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Son(2009)의 연구에

서 광원에 따른 총 아미노산 함량이 적색광, 청색광, 황색광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연구한 결과는 본 실험에

서도 LED 광원 중에서 적색광의 조단백질 함량이 청색광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건조방법에 따른 일반성분

건조방법에 따른 브로콜리 새싹의 일반성분의 차이를 비

교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저온 열풍 건조한 브로

콜리 새싹의 조단백질량은 RLD 16.59%, BLD 15.36%,

WLD 25.16%로 측정되었고, 조지방량은 RLD 15.24%,

BLD 13.3%, WLD 17.17%, 조회분량은 RLD 6.71%, BLD

6.67%, WLD 7.72%로 나타났다. 동결 건조한 브로콜리 새

싹의 조단백질량은 RLD 19.48%, BLD 18.31%, WLD

14.1%로, 조지방량은 RLD 15.45%, BLD 11.22%, WLD

12.93%, 조회분량은 RLD 9.28%, BLD 8.54%, WLD

8.52%로 나타났다. 일반성분은 건조방법을 달리한 결과, 조

회분의 함량은 동결건조에서 높았으나, 수분, 조단백질, 조지

방의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2008a)의 연구에 따르면 보리 잎의 각 건조방법별 조단

백, 조지방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

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Kim 등(2007)도 양파분말을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의

방법으로 건조 분말화한 후 일반성분 측정 결과, 건조방법에

따른 각 성분의 함량비율에 차이가 없다 하였고, Kim 등

(2006)도 매화의 건조방법에 따른 일반성분의 함량비율에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저온 열풍

건조 방법으로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은 7.72%, 동결건조 방

법으로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은 8.52%로 조회분의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새싹의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밝혀져 있으나(Feng 1997) 건조로 인하여 품질 저하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유리당 함량

식물 공장시스템에서 광원을 달리하여 6일간 발아시킨 브

로콜리 새싹의 유리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브로콜리 새싹의 대표적 유리당은 glucose, fructose 였

다. 저온 열풍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의 glucose

함량은 RLD 3.06%, BLD 3.12%, WLD 2.94%, 동결 건

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의 glucose 함량은 RLD

3.08%, BLD 2.51%, WLD 2.67%로 나타났다. fructose의

경우 저온 열풍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은 RLD

2.04%, BLD 1.66%, WLD 1.54%로, 동결건조에 의해 가공

된 브로콜리 새싹은 RLD 1.71%, BLD 1.16%, WLD 1.46%

로 측정되었다. Lee 둥(2009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결 건

조한 브로콜리의 경우 ribose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fructose가 다음으로 glucose가 가장 적게 검출되었다고 보고

한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glucose의 함량이 fructose의

함량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Lee 등(2009a)의 연구

와 같이 일반 자연채광에서 길러진 브로콜리 유리당 함량과

본 실험과 같이 통제된 식물 공장시스템에서 생산된 브로콜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broccoli sprouts according to the dehydration methods (%)

Sprout sample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Hot air drying

RLD 1.91±0.27a2) 16.59±0.01d 15.24±2.76 6.71±0.05

BLD 0.95±0.33b 15.36±0.01e 13.30±2.83 6.67±0.17

WLD 1.12±0.04 25.16±0.01a 17.17±0.57a 7.72±0.41

Mean 1.33±0.51 19.04±5.34 15.24±1.94 7.03±0.60

Freeze-drying

RLD 1.28±0.5550 19.48±0.00b 15.45±1.69 9.28±2.24

BLD 00.7±0.0100b 18.31±0.01c 11.22±0.05b 8.54±1.53

WLD 1.29±0.06 14.10±0.01f 12.93±0.37 8.52±1.94

Mean 1.09±0.33 17.30±2.83 13.20±2.13 8.78±0.43

Mean p-value 0.548 0.644 0.287 0.015

Sample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1)RLD:Red lighting LED, BLD:Blue lighting LED, WLD: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2)Different letters (a-f)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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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유리당 함량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식물생산 광원에

따라 유리당 함량과 조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Glucose는 열풍건조한 브로콜리 새싹 중에서는 청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3.11%, 적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3.06%로 높

게 나타났으며,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 중에서는 적색광

을 조사한 새싹이 3.08%로 가장 높았고, 광원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Fructose는 열풍건조,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 중에서 적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2.04%, 1.71%로 가장

높았으며 광원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유리당은 건조

방법별로 적색광원을 조사한 브로콜리 새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기산 함량

광원을 달리하여 발아 후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의 유기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2>과 같다. 브로콜리 새싹에

서 유기산은 Citric acid, Malic acid, Oxalic acid가 검출되

었다. 저온 열풍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의 Citric

acid 함량은 RLD 908.87 mg%, BLD 1,136.98 mg%,

WLD 1,132.59 mg%, 동결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

싹의 Citric acid 함량은 RLD 2,692.63 mg%, BLD 3,292.59

mg%, WLD 2,653.52 mg%로 나타났다. Malic acid의 경우

저온 열풍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은 RLD

834.58 mg%, BLD 514.71 mg%, WLD 716.49 mg%로, 동

결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은 RLD 2,477.48

mg%, BLD 2,291.86 mg%, WLD 1,803.12 mg%로 측정되

었다. Oxalic acid는 저온 열풍 건조에 의해 가공된 브로콜리

새싹에서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은

RLD 293.81 mg%, BLD 331.31 mg%, WLD 271.73 mg%

로 측정되었다. 같은 십자화과 채소인 무순에서는 Oxalic aid

가 검출되지 않았으며(Han 등 2003), 본 연구에서도 저온 열

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는 Oxalic acid이 검출되지 않

았다. Lee와 Kim(2008)에 의하면 메밀싹의 경우는 유기산

중 Oxalic acid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나, 싹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Citric acid은 열풍건조한 브로콜리 중에서 청색광, 일반광

을 조사한 새싹이 높게 나타났고,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중에

서는 청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

공 방법 중에서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의 함량이 높게 나

타났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Malic acid는 열풍건조, 동

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은 적색광을 조사한 브로콜리 새싹

이 각각 834.58, 2,477.48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가공 방법 중에서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함량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Oxalic acid는 적색광을 조사한 새싹에서

331.31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산 중 Citric acid는

청색광원을, Malic acid와 Oxalic acid는 적색광원을 조사한

새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저온 열풍 건조 방법보다 동결건

조 방법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광원별, 건조방법별로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Kang 등(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Citric acid는 동결건조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 본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브로콜리 새싹은 재

배하는 광원에 따라서 그리고 수확 이후 건조방법에 따라 그

유기산 함량이나 조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무기질 함량

조사한 광원과 건조방법을 달리한 브로콜리 새싹의 Fe, K,

Mg, Mn, Cu, Na, Zn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Fe, Mn, Cu, Zn의 함량은 10 mg%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K, Mg, Na의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건조방법

별로 K, Mg, Cu, Na은 동결건조한 브로콜리의 새싹이 가장

<Figure 1> Free sugar contents of broccoli sprouts
1)H: Hot air drying, F: Freeze drying
2)RLD: Red lighting LED, BLD:Blue lighting LED, WLD: 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3)Different letters (a-e)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2> Organic acids contents of broccoli sprouts
1)H: Hot air drying, F: Freeze drying
2)RLD: Red lighting LED, BLD: Blue lighting LED, WLD: 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3)Different letters (a-f)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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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Fe, Mn, Zn은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의 새싹이 가

장 높았다. 백합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새싹은 알칼리 원소

(Ca, Fe, Mg, Na,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의 산성화

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섬유와 같은 거친 것이

들어 있어 소화를 돕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Greenwald

1998; Montville & Schaffner 2004)는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브로콜리 새싹 역시 K, Mg, Na의 함량이 높고, 특히 동

결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K, Mg, Cu, Na의 함량이 높

아 새싹채소와 무기질 함량 성향이 비슷하였다.

브로콜리 새싹에서는 다량무기질인 K, Mg, Na의 함량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K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다량무기질

은 적색광원과 일반광원을 조사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인 일반광원에 비해 청색광원이 낮은 무

기질 함량을 나타냈다. 가공 방법 중에서는 동결건조한 브로

콜리 새싹에서 무기질의 함량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미량무기질인 Fe, Mn, Cu, Zn의 함량은 낮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Cu의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량무

기질은 다량무기질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Cu를 제

외한 Fe, Mn, Zn은 다량무기질과 다르게 동결건조한 브로콜

리 새싹보다 저온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더 많이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열풍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의 무기질 함량은

Fe 5.73 mg%, K 459.82 mg%, Mg 326.98 mg%, Mn 2.52

mg%, Cu 0.78 mg%, Na 98.23 mg%, Zn 7.18 mg%로 나

타났다. Kim 등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는 P 66.3

mg%, Ca 47 mg%, Fe 0.6 mg%, Na 1 mg%, K 150 mg%

라고 연구보고 하였다. 브로콜리의 새싹과 비교하면 시금치

보다 미량무기질인 Fe의 함량은 적었으나, 다량무기질인 Na

과 K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깻잎의 무기질 함량

의 평균이 Ca 385.3 mg%, P 66.3 mg%, Fe 1.86 mg%,

Na 30.33 mg%, K 590.3 mg%, Mg 116 mg%라고 보고한

Choi와 Han(2001)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Fe, Na, K, Mg

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0)의 연

구에서 새싹채소를 동결건조하여 제조한 분말에는 칼슘 및

인 함량은 일반채소를 동결건조한 분말에 비하여 약 3배 수

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철 함량은 약 5배 수준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나트륨 함량은 약 30~40% 정도 높게

나타났고, 칼륨함량은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Son(2009)에 의하면 브로콜리 새싹에서 무기물 종류에 따

른 함량은 K은 황색광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광

과 적색광에서 높았고, Mg은 황색광 다음으로 적색광에서

높았으며, Zn은 적색광에서 가장 높았고, Fe는 적색·청색

광, 녹색, 적색순으로 높았고, Na은 백색광에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K은 적색광에서,

Na은 일반광에서 가장 높아 위의 연구와 결과와 일치하였으

나, Mg은 일반광에서, Zn은 청색광에서 가장 높았고, Fe는

청색 다음으로 적색광이 높아 LED 광원에 따라 생산된 브

로콜리 새싹의 무기질 함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비타민 A, C, E 함량

조사한 광원과 건조방법을 달리한 비타민의 함량은 <Table

4>와 같다. 저온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비타민 A

의 함량은 RLD 432.48 µgRE/100 g, BLD 640.25 µgRE/

100 g, WLD 644.45 µgRE/100 g,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

은 RLD 4,633.10 µgRE/100 g, BLD 1,998.28 µgRE/100

g, WLD 3,446.04 µgRE/100 g로 나타났다. 저온 열풍 건조

가공에 의한 비타민 C의 함량은 RLD 134.57 mg/100 g,

BLD 137.05 mg/100 g, WLD 119.87 mg/100 g, 동결건조

가공에 의한 비타민 C 함량은 RLD 136.96 mg/100 g, BLD

84.19 mg/100 g, WLD 8.53 mg/100 g로 나타났다. 저온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의 비타민 E 함량은 RLD 1.44 IU/

100 g, BLD 1.11 IU/100 g, WLD 1.31 IU/100 g로, 동결건

조한 브로콜리 새싹의 비타민E 함량은 RLD 10.14 IU/100

<Table 3> Mineral contents of broccoli sprouts (mg% dry basis)

Sprout samples1) Fe (mg%) K (mg%) Mg (mg%) Mn (mg%) Cu (mg%) *Na (mg%) Zn (mg%)

Hot air 

drying

RLD 5.79±0.04a2) 518.67±4.00 339.02±2.00d 2.63±0.02a 0.76±0.00c 094.03±3.49 6.95±0.00b

BLD 5.88±0.07a 427.71±3.00d 281.85±0.10e 2.40±0.01 0.79±0.01c 083.21±0.54c 8.43±0.20a

WLD 5.53±0.04a 433.09±1.00d 360.08±5.00c 2.53±0.01ab 0.79±0.02c 117.44±2.24b 6.16±0.10d

Mean 5.73±0.18 459.82±51.04 326.98±40.51 2.52±0.12 0.78±0.02 098.23±17.50 7.18±1.15

Freeze-

drying

RLD 4.10±0.80 669.04±34.48a 585.35±4.61a 2.45±0.08 1.99±0.04a 394.13±2.74a 6.60±0.06bc

BLD 4.10±0.13 607.30±6.76b 569.96±2.36b 2.41±0.06 1.59±0.07b 376.97±20.94a 6.40±0.13cd

WLD 4.03±0.11 634.92±7.20ab 579.22±0.41ab 2.40±0.00 1.98±0.03a 383.17±10.01a 6.72±0.06bc

Mean 4.08±0.04 637.09±30.93 578.16±7.75 2.42±0.03 1.85±0.23 384.76±9.15 6.57±0.16

mean p-value 0.000 0.007 0.000 0.217 0.014 0.000 0.418

Sample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1)RLD:Red lighting LED, BLD:Blue lighting LED, WLD: 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2)Different letters (a-d)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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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LD 13.44 IU/100 g, WLD 16.83 IU/100 g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0)의 연구에서 레티놀은 브로콜리 새싹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카로틴은 일반채소에 비하여 적양배추

및 브로콜리에서 약 2배 차이가 났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비타민 A의 광원에 따른 함량을 보면 저온 열풍 건조, 동결

건조로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적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각각 644.45 µgRE/100 g, 4,633.10 µgRE/100 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원별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Lee와 Park(2003)에 의해 브로콜리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

을 가진 ascorb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원에 따른 비타민 C의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 중에서는 청색광, 적색광을 조사한 브로콜리에서 각각

137.05, 134.57 mg/100 g로 높게 나타났고, 동결건조한 브로

콜리 새싹에서는 적색광을 조사한 새싹이 136.96 mg/100 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광원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새싹채소와 어린잎 채소에는 일반 채소

보다 ascorb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Singh 등 2007). Kim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ascorbic

acid 함량은 광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적색 LED 조명을 쬐인 홍화새싹에서 비타민 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결건조에서 적색광을

조사한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높았고, 열풍건조에서 청색광

과 적색광이 일반광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므로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 Xu 등(2005)은 광원의 종류를 달리하

여 콩을 새싹채소로 재배하면서 비타민 C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푸른 광원에서 재배한 새싹채소에서 비타민 함량이 가

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열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이 청색광

에서 함량이 높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광원별로 비타민 C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비타민 E의 대표적인 기능은 항산화작용으로 활성산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지질의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로 잘 알려졌

다(Cho 2010). 비타민 E는 일반광을 조사하여 동결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이 16.83 IU/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

원별 비타민의 함량은 대부분 적색광에서 가장 높았다.

건조 방법에 따른 브로콜리 새싹의 비타민 A와 E 함량은

동결건조로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의 함량이 더 높았다. Kim

과 Lee(2010)의 연구에 의하면 새싹채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동결건조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 함량은 적양배추, 청

경채 및 브로콜리에서 각각 일반채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동

결건조분말에 비하여 약 2-3배 수준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Kim 등(2007)은 건조방법을 달리한 양파분말의 특성

비교 연구에서 동결건조방법이 비타민 C 파괴가 가장 적은

건조방법이라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에서 높았다. Hong & Lee(2004)가

glucose와 fructose 등 당 농도에 따라 당의 보호작용으로 비

타민 C 손실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브로콜리 새싹의 동결건조보다 열풍건조시 glucose와

fructose 등 당 함량이 높아 비타민 C 손실이 적게 되어 열

풍건조에서 비타민 C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6. 항산화 효과

1) 광원에 따른 항산화 효과

브로콜리, 케일 및 양배추 등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영양

적인 면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고, 특유의 향을 내는

황화합물들은 생체 내에서 암을 예방하거나 돌연변이를 억제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Lee 2005). 또

발아채소는 본잎이 나오기 전의 어린 떡잎상태일 때가 유요

한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량이 최대가 되며 완전히 자란 식물

에 비하여 4-100배 이상 함유하고 있다(Sattar 등 1995; El-

Adawy 2002). 일반적으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

은 페놀계 물질은 식물에 존재하는 대표적 항산화 물질이며

(Kähkönen 등 1999), radical 소거활성 및 금속이온 안정화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Huang 등 1992).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브로콜리 새싹의 광원에 따른 항산

화 효과는 <Table 5>와 같다. 재배시 적색광을 조사한 브로

콜리 새싹의 총 페놀 함량은 적색광 1.44 mg/mL, 청색광

<Table 4> Contents of vitamin A, C, E within broccoli sprouts

Sprout samples1) Vitamin A (µgRE/100 g) Vitamin C (mg/100 g) Vitamin E (IU/100 g)

Hot air

RLD 0,860.62±13.00d2) 134.57±3.00a 01.44±0.01d

BLD 0,432.48±10.00d 137.05±7.00a 01.11±0.01ef

WLD 0,640.25±25.00d 119.87±4.00b 01.31±0.01d

Mean 0,644.45±214.10 130.50±9.29 01.29±0.17

Freeze drying

RLD 4,633.10±210.09a 136.96±0.39a 10.14±0.10c

BLD 1,998.28±30.46c 084.19±0.58c 13.44±0.09b

WLD 3,446.04±493.65b 008.53±0.06d 16.83±0.08a

Mean 3,359.14±1319.56 076.56±64.55 13.47±3.34

p-value <0.0001 <0.0001 <0.0001

1)RLD: Red lighting LED, BLD: Blue lighting LED, WLD: White lighting (fluorescent light) 
2)Different letters (a-f)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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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mg/mL, 일반광 1.5 mg/mL로 나타났으며, SOD 유사활

성은 적색광 49.49%, 청색광 47.08%, 일반광 52.69%, 전자

공여능은 적색광 25.09%, 청색광 30.82%, 일반광 27.08%로

나타났고,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적색광 61.81%, 청색

광 65.62%, 일반광에서는 61.27%로 나타났다. Cho 등

(2008a)에 의하면 브로콜리 새싹 재배시 LED 광이 새싹의

총 페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백색광에서 83.0

mg · L−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청색광으로서 71.4 mg · L−1이었으며, 그 다음은 적색광

으로 75.2 mg · L−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페놀의 함량이

대조군인 일반광보다 적색광의 함량이 낮아 청색광, 일반광,

적색광의 순으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Cho

등(2008b)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란스의 새싹 중 총 페놀화

합물 함량은 적색+청색광 처리구와 청색광 처리구가 각각

94.1 mg·L¹, 93.0 mg · L−1으로 많았으며, 황색 처리구 다음

으로 무처리구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광원은 일치하였다.

Son(2009)은 DPPH결과 브로콜리 새싹 재배에서 63

mg · L−1 이상의 농도와 1,000 mg · L−1의 농도에서 백색광을

처리한 새싹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LED 광질을 달

리하여 재배한 유채 새싹의 메탄올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은

청색광과 백색광 처리구에서 다른 광처리구 보다 높은 경향

을 보였다(Cho 등 2008c). 본 연구에서는 전자공여능이 청

색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광이 높게 나타나 Son

(2009)의 결과와는 파장과 조광 시간이 달라 항산화능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ho 등(2008c)의 연구와는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광원에 따른 비타민의 함량은 대부분 적색광원이 높고, 청

색광원은 대부분 일반광원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항산화에는 비타민 이외에 페놀물질과 항산화 효소 등에도

영향을 받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가공조건에 따른 항산화 효과

가공조건에 따른 브로콜리 새싹의 항산화 효과는 <Figure

3>과 같다. 총 페놀 함량은 생 브로콜리 1.51 mg/mL, 저온

열풍 건조 브로콜리 1.6 mg/mL, 동결건조 브로콜리 1.46

mg/mL로 측정되었으며, SOD 유사활성은 생 브로콜리

37.99%, 저온 열풍 건조 브로콜리 63.04%, 동결건조 브로콜

리 48.22%로 나타났다. 전자공여능은 생 브로콜리 29.15%,

저온 열풍 건조 브로콜리 38.81%, 동결건조 브로콜리

15.02% 였으며,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생 브로콜리

61.37%, 저온 열풍 건조 브로콜리 67.76%, 동결건조 브로콜

리 60.58%로 나타났다.

Kim 등(1997)에 의하면 끓는 물이나 스팀과 같은 조리가

공 조건에 따른 항산화 능력과 설포라판(sulforaphane) 함량

의 변화를 비교 연구한 결과 끓는 물에서 조리한 경우, 라디

칼 소거 능력이 감소하고, 설포라판(sulforaphane) 함량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항산화 능력은 가공 조건에 영

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im 등(2006)은 삼백초 건조방법별 연구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동결건조에서 가장 높았고, 열풍건조 후 볶음

과 증자처리를 함으로써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방법으로

가공한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Park 등(2008b)에 의하면 보리 잎을 생잎, 열처리 후 건조,

진공 동결건조, 전자레인지 건조방법으로 건조하였을 때 총

페놀 함량은 건조방법별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총 페놀함량은 건조를 통하여 45-55.3% 감소하

<Table 5> Antioxidental effects due to Photosynthesis

Sprout samples1) Total phenolic acid

(mg/mL)

SOD-liked activity

(%)
EDA (%)

Hydroxyl radical scavenging 

(%)

Red lighting

RAW 1.43±0.03fg2) 33.81±0.32h 29.11c 63.21±0.77abcd

HAD 1.47±0.01ef 59.63±0.52c 32.02 66.70±0.00abc

FD 1.42±0.00g 55.03±0.08d 14.13d 58.52±0.62de

Mean 1.44 49.49 25.09 62.81

Blue lighting

RAW 1.61±0.02b 40.56±0.04f 29.63 065.7±0.59abc

HAD 1.77±0.01a 61.8±0.38b 46.29a 68.78±0.14a

FD 1.52±0.01cd 38.87±0.04g 16.53d 62.37±2.14

Mean 1.63 47.08 30.82 65.62

White lighting

RAW 1.50±0.00de 039.6±0.30fg 28.72c 55.19±4.14e

HAD 1.56±0.00c 67.69±0.07a 38.12ab 67.79±0.14ab

FD 1.44±0.00fg 50.77±0.17e 14.41d 60.84±0.13cde

Mean 1.50 52.69 27.08 61.27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1)RAW:Raw broccoli sprout, HAD: Hot air drying broccoli sprout, FD: Freeze drying broccoli sprout
2)Different letters (a-h)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s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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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보고하였다. Garcia-Viguera 등(2003)은 데치는 과정

을 통해 20-30% 정도의 항산화성분이 감소하였으며, 냉동

저장에 있어서도 적은 양이지만 손실이 생긴다고 보고하였

다. 또 Kim 등(2009)에 의하면 동결건조한 방아풀의 전자공

여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저

온 열풍 건조에서 총 페놀 함량, SOD 유사활성, 전자공여능

(EDA), Hydroxyl radical 소거능이 모두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Donnelly 등(1989)은 페놀성 화합물이 SOD 유사활성을

갖는다 하였고, Heo 등(2007)은 한국에서 나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11종류의 식물에 대해 총 페놀 화합물 함량과 전

자공여능을 조사한 결과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은 것은

전자공여능도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페놀

화합물이 높은 저온 열풍 건조에서 SOD 유사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총 페놀 함량이 높은 생 브로콜

리보다 동결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이 SOD 유사활성이 높아

총 페놀 함량이 항산화 효과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다. 이

는 브로콜리에 페놀계 물질 이외에도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chione S-transferase

등의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C, E, ß-carotene, carotenoids,

flavonoids 등의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는데(Lee 등

2007), 이 물질들은 가공 조건에 따라 함량이나 활성에 영향

을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식물공장 시스템에서 고기능성을 지닌 브로콜리 새싹의 생

산체계 구축과 최적의 가공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비타민, 무기질 및 총

페놀 함량, SOD 유사 활성, 전자공여능(EDA), Hydroxyl

radical 소거능 등을 검사하였다. 브로콜리 새싹은 암조건에

2일 발아 후, LED 광원으로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조사하

여 성장시켜 건조, 추출한 후 사용하였다.

광원에 따른 브로콜리 새싹의 일반성분을 비교한 결과, 조

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은 일반광원을 조사한 새싹이 높

았다. 유리당인 Glucose와 Fructose는 적색광을 조사한 브로

콜리 새싹이 높게 나타났고, 유기산에서 Citric acid는 청색

광원을, Malic acid와 Oxalic acid는 적색광원을 조사한 새싹

에서 높게 나타났다. 브로콜리 새싹에서는 다량무기질인 K,

Mg, Na의 함량이 80 mg% 이상으로 높았고, 적색광원을 조

사한 새싹에서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광원에 따른 항산

화 활성은 총 페놀 함량 1.63 mg/mL, 전자공여능(EDA)

30.82%, Hydroxyl radical 소거능 65.62%로 청색광에서 높

았으며, SOD 유사 활성은 52.69%로 일반광에서 높은 활성

을 나타냈다. 건조방법에 따른 브로콜리의 일반성분을 조사

한 결과 저온 열풍 건조보다 동결건조에서 조회분의 함량이

많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유기산인 Citric acid, Malic

acid, Oxalic acid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한 방법보다 동결

건조한 방법에서 2배 이상 높았다. 브로콜리 새싹에서 미량

무기질인 Fe, Mn, Zn은 동결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보다 열

풍 건조한 브로콜리 새싹에서 더 높았으며, 다만 Cu는 동결

건조에서 함량이 높았다. 비타민 A, E의 함량은 각각

3,359.14 µg RE/100 g, 13.47 IU/100 g로 동결 건조한 새싹

이 저온 열풍 건조한 새싹보다 5배 이상 높았으며, 비타민 C

의 함량은 저온 열풍 건조한 새싹에서 높았다. 가공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은 총 페놀 함량 1.6 mg/mL, SOD 유사활

성 63.04%, 전자공여능(EDA) 38.81%, Hydroxyl radical

소거능 67.76%로 저온 열풍 건조 방법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브로콜리 새싹은 다른 새싹채소에 비해 단백질, 지

방, 비타민, 조회분 등의 일반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도 매우 높아 기능성 채소로 이용가치가 우수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 재배의 광원과

수확 후 가공조건에 따른 브로콜리 영양소 및 항산화 활성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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