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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본 연구에서는 겨자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Thioglucosides or 
Glucosinolates 의 항암 및 치매예방 효과 그리고 독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Thioglucosides 란 천연 화학물질과 그 부산물이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  발표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들은 갑상선 관련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당량 이상을 섭취했을 때는 독성물질로 
작용하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들어 치매환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 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 4,800 만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티오글루코사이드에 천연적으로 내포된 효소에 의한 분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에 의한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Introduction	
	
겨자과	또는	십자화과	(cruciferous)	식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문헌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2000 년	전후부터	겨자과	식물들이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8,	17].		특히	최근에는	

겨자과	식물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	21,22].	
	
대표적인	겨자과	식물로는	무,	배추,	브로컬리,	방울다다기양배추(Brussels	sprouts),	

순무(Turnip),	케일(kale),	배추,	겨자,	양고추냉이(horseradish)	등이	있다.	겨자과	식물	

야채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천연	성분이	티오글루코사이드(thioglucosides)인데	다른	

용어로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	라고도	한다.	티오글루코사이드는	

겨자과식물	야채에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존재하며,	황과	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며	글루코스	(glucose)와	아미노산	(amino	acid)으로	부터	합성된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야채가	무와	배추이다.	예를	들어	무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약	94%,	탄수화물	4.2%,	단백질	1%,	지방	0.1%,	섬유질	0.7%가	

들어있다.	특히	비타민	C	가	20-	25mg	이나	되어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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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왔다.		무에	있는	독특한	쏘는	맛은	무에	함유된	티오글루코사이드란	천연	

화학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명되어져	있으며	티오글루코사이드에	속하는	

화합물들은	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9].	그리고	겨자,	양고추냉이,	또는	

와사비	등에서	나타나는	쓴맛,	매운맛,	얼떨떨한	맛	혹은	최루가스처럼	눈물이	나는	

것은	모두	티오글루코사이드라는	수용성	혹은	지용성	화합물들	때문이다.	

티오글루코사이드를	포함한	야채를	물에	끓이면	티오글루코사이드	총량이	상당하게	

감소된다	[10].	
	
	
독성 	효과 	(Toxicity	of	Thioglucosides)	
	
겨자과식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티오글루코사이드는	그	식물에	자체적으로	

함유된	효소인	글루코사이다제(glucisidase)를	통한	생체	반응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면서	티오시아네이트(thiocynate)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nate)란	

독성이	있는	물질을	생체	내에서	만들어	낸다	[11,	12].			
	
독성에	대한	적정량	이상의	많은	티오글루코사이드를	섭취하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독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독성	효과로는	

티오글루코사이드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갑상선종	유발물질(goitrogens)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갑상선	비대증의	90%가	체내	요오드	섭취가	잘	안될	때	

발생하는데	티오글루코사이드가	요오드	섭취를	방해하는	물질로	작용한다[13].			
	
갑상선	비대증이란	갑상선	기능저하나	항진	등을	포함한	갑상선	결절	(thyroid	

nodule),	갑상선증독증	(thyrotoxicosis),	및	갑상선염	(thyroiditis)을	의미한다.	
	
갑상선	오글루코사이드의	독성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곤충이나	가축을	대상으로	

많이	행해졌는데,	티오글루코사이드를	포함한	추출물의	독성을	이용하여	친환경	

해충제나	살충제를	개발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15].			
	
티오글루코사이드의	생체	부산물질이며	독성물질로	잘	알려진	티오시아네이트는	

담배연기에도	존재하는	물질로서	흡연여부를	가릴	때에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티오시아네이트(SCN)는	독성이	매우	강한	시아네이트이온(OCN)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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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구조이나	산소	대신	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비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물질은	생체내	해독	

반응의	부산물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이	물질의	농도는	흡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티오글루코사이드와	함께	함유된	

분해효소군을	myrosinase	라	한다.	이러한	분해	효소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인체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6].	이	논문에서는	88 세된	노인이	

당뇨에	좋다는	이유로	복초이	(Bokchoy)를	생으로	하루에	1-1.5	kg	을	수	개월을	

먹고는	급성	갑상선기능저하	(hypothyroidism)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비록	티오글루코사이드가	단기간에	걸쳐서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티오글루코사이드의	생체	부산물인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allyl	

isothiocyanate)는	최루가스로	사용되며	상당한	독성이	있으며	치사량(LD50)은	

151mg/kg	이다.	이것은	체중이	1	kg	인	쥐	100마리에게	각각	151mg 을	투여하면	

100마리	중	적어도	50마리가	죽는다는	의미이다.	미국	FDA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일일	(알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평균	섭취량은	약	5mg	이다.		
	
	

항암 	효과 	(Effects	on	Various	Cancers)	
	
티오글루코사이드	(thioglucosides)의	분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isothiocyanates)가	어떻게	종양을	억제하는지	그	메카니즘이	

모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기전이	알려져	있다	[17].		
	
티오글루코사이드의	생체	부산물인	티오시아네이트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발현되는	발암	물질에	대하여	방어화학물질	(chemopreventive	

agent)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18].	티오글루코사이드와	함께	

함유된	분해효소들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인체에	독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당한	양의	티오글루코사이드를	섭취했을	경우는	암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항암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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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티오글루코사이드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부산물 중 하나이다. 겨자과 식물은 다양한 종류의 티오글루코사이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은 가수분해시 다양한 종류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 낸다.  
각종 질병과 관련한 역학 연구는 겨자과의 식물 섭취를 통하여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체내에서 생산되면 암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증거들을 제공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대부분 동물 실험 결과는 화학 발암물질을 투여하기 전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암의 발달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종양억제	메카니즘	[17]	
	
	
 
그러나 화학 발암물질을 투여한 후에, 다량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사람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25-250 배)를 투여했을 때는 오히려 방광암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19]. 또 다른 논문들은 결장암과 직장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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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20].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단기간에 섭취하거나 또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여러가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7].   
  
최근 들어 치매환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 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 4,800 만명이 치매 환자이며, 
2030 년에는 7,600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22]. 미국의 2016년 통계는 
전체 질병 중에 치매가 사망률 6 위에 올라 있으며 치매 환자로 인한 국가적 비용이 
약 300조나 된다. 치매환자 중에 알츠하이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로 
500 만명이 넘는다.  
 
치매란 정신지체와 마찬가지로 지능의 장애인데, 어떤 질병으로 인한 뇌기능의 

손실을 말한다. 특히 노인성 치매란 65 세 전후부터 노화에 따른 뇌기능의 손실로써 
기억력, 사고력, 언어사용, 판단력,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 알려지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치매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으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원인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및 파킨슨병이 
있으며 알츠하이머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의 점진적인 퇴행을 가져오는 뇌의 이상에 서 오는 병이다. 
또한 알츠하이머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 도의 심각한 (사고,기억,추론) 
지적기능의 상실을 가져오는 증상에 이르게 된다.  알츠하이머는 보통,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잊어 버린다던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된다. 이 병의 진전 속도는 기억력 혼란, 성격,행동의 변화나 
판단력 상실등으로 개인차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혈관성 치매는 다발성 경색 치매라고도 부른다. 혈관이 조금씩 막힌 것들이 
뇌졸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뇌의 일부를 손상시킨다. 환자는 이러한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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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못할 때가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 파킨슨 병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다. 치료가 불가능 하나 이 병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병의 4 가지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몸 움직임, 균형을 못 잡거나 몸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치매에 대하여 승인된 약리적 치료방법은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수준이고 질병을 완화시키거나 치료를 하지는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시급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치매에 효과적인 약리 물질을 포함한 
항산화, 항아마밀로이드,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 (phytochemicals)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약용식물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폴리페놀 (polyphenols) 이란 물질인데 이는 
크게  풀라보노이드 (flavonoids)와 비풀라보노이드 (non-flavoniods)로 구분한다.  

풀라보노이드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녹차, 와인, 베리 종류, 양파, 브로컬리 
등이 있고, 비풀라보노이드에 속하는 것으로는 포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곡물류, 
아마씨 등이 있다 [23]. 특히 지난 10 여년 전부터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24-29].  
 
아래 그림 2 는 녹차의 카테킨에 의하여 두뇌의 도파민 (dopamine) 생성이 개선된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우측의 사진은 도파민 생성 (red color)이 저하되어 
파킨슨병으로 발전된 사진이다. 반면에 좌측은 녹차의 주요 약리 성분인 카테킨에 
의하여 도파민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 두뇌의 사진을 보여준다 [27].  
 



	 8	

 
F ig. 2. Improvement of dopamine production in the brain [27].  
. 
 
 
아래 그림 3은 치매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질병(Alzheimer 
disease, AD)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b-Amyloid) 단백질이 두뇌에서 
엉기는 현상 (aggregation)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 덩어리를 
아밀로이드 플라크 (amyloid plaque)라 한다. 두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이 
증가하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며 결국에는 치매라는 질병으로 발전한다.  
 
그림 4 는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대뇌에 생성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뇌의 글루코스 대사 활동 (glucose metabolism)이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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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ure 3 . Formation of amyloid plaque in the brain. 
 
 

 
F ig. 4. Reduced Glucose Metabolism (Amyloid Formation) in Cerebrum. Amyloid 
FDG-PET Imag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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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겨자과 식물에 들어있는 티오글루코사이드 (thioglucisides)가 
알츠하이머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31-44].  
특히 설포라판 (Sulforaphane)은 글루코-라파닌(glucoraphanin)을 식물에 내포되어 
있는 티오글루코사이드 글루코-하이드로레이즈 (thioglucoside gluco-hydrolase) 
효소로 가수분해한 산물로서 겨자과 채소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항암 
연구및 치매 관련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3]. 이소티오시아네이트 
(isothiocyanates, ITCs)는 황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약용식물 (phytochemicals)을 
의미하는데 티오글루코사이드 (thioglucisides)의 가수분해를 통하여 얻어지는 
물질이다 [31].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겨자과 식물에 들어 있는 티오글루코사이드란 성분이 
생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독성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갑상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겨자과 식물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적당량의 겨자과 식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을 억제하고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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