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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티오시안산 

음이온으로의 전환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 주 영 

 

높은 농도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동물에서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저해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상을 야기한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요 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그 분해산물인 goitrin과 티오시안산 음이온(thiocyanate anion, SCN-)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일부 다른 분해산물에 의한 반갑상선 영향의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다양한 곁사슬 구조와 작용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글루코시놀레이트(10 종류)를 시험물질로 선정하여 in vitro 시험을 

이용하여 각 분해산물의 SCN-으로의 대사적 전환,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thyroid peroxidase (TPO)의 활성 저해 및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 저해효과를 측정하고, 단회 투여 후 

랫드에서 나타나는 급성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2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human liver S9 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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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anese를 사용한 in vitro 대사환경을 적용한 결과, 일부 organic 

nitrile(aliphatic, benzyl, indolyl)들과 organic thiocyanate들로부터 

시안산음이온(CN-)이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CN-은 대부분 SCN-으로 

전환되었다. Allyl ITC와 organic thiocyanate는 S9에 의하여 SCN-

으로의 직접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4-(methylthio)butyl 

thiocyanate의 경우에는 수용액 상에서 자발적인 분해가 일어나 SCN-

을 생성하였다.  

24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2-hydroxy-3-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indole-3-carbinol (I3C), 그리고 SCN-에 의하여 돼지 

갑상선 조직의 microsomal TPO의 활성이 대조군 대비 약 2%~78%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 중 goitrin은 TPO의 비가역적 불활성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갑상선 세포주(FRTL-5 rat thyroid 

cell)에 100 µM의 SCN-, benzyl ITC, 2-phenylethyl ITC,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을 처리한 군에서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이 대조군 대비 약 39%~78%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위의 in vitro 시험에서 사용한 24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2-hydroxy-3-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benzyl ITC, 2-phenylethyl ITC, benzyl thiocyanate, I3C, SCN-, allyl 

ITC를 선정하여 F344 랫드에 한 마리당 50 µmol씩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단회 경구투여하였다. 14시간 후 goitrin, 

allyl ITC, benzyl ITC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대조군 

대비 84%~93% 수준의 갑상선 조직 내 TPO 활성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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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조직 내의 T3는 goitrin과 SCN-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 대비 

각각 약 53, 77%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체내 대사에 의하여 높은 

혈중 SCN-을 나타낸 분해산물(allyl ITC, benzyl thiocyanate, 3-

indoleacetonitrile)의 경우 SCN-투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대조군 대비 77%~81%).  

본 연구결과 일부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들의 경우 in vitro 시험 

조건에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 단계에 대하여 약한 저해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in vivo상에서는 goitrin과 SCN-, 그리고 체내 

대사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의한 

영향이 더 우세하였으며 이는 이들을 고농도로 섭취할 시 요오드의 결핍 

여부와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수준을 반영한 결과 시험한 10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progoitrin, glucobrassicin, sinigrin이 이들을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식이섭취 시 보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섭취하게 될 경우 높은 수준의 노출이 가능해지며, 

또한 식품 내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조성 및 함량은 조리·가공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분해·전환 결과 위 분해산물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에 

대한 위해도가 높아지게 된다. 

 

주요어: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갑상선 호르몬, 티오시안산 음이온, 

thyroid peroxidase, 요오드 유입.  

학  번: 2008-2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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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란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 십자화과 

식물(Brassicaceae)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섭취량이 높

은 배추, 무와 같은 채소들이 이에 포함된다(Weuffen et al., 1984). 아

미노산에서 유래한 곁 사슬 구조(R group)에 따라 약 120여가지의 종

류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β–D-thioglucose와 

sulfonated oxime 구조를 갖는다(figure 1-1)(Fenwick et al., 1982). 

식물체 내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안정한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조리나 저작과정 등을 통하여 조직이 손상되면 내재적인 β–

thioglucosidase (myrosinase, EC 3.2.3.1)의 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가

수분해산물들이 형성된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일부 가수분해산물들, 특히 indole-3-

carbinol, sulforaphane, 2-phenylethyl isothiocyanate(ITC), allyl 

ITC에 의한 항암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다수의 역학조사 결과들도 이

를 뒷받침해주고 있다(Verkerk et al., 2009). 이에 따라 글루코시놀레

이트의 섭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적인 섭취수준으

로는 그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전자 및 경작조건을 달리하여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이 높은 채소를 생산하거나, 성숙된 상태보다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이 높은 새싹 상태로 섭취하는 등 그 섭취수준

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Fahey et al., 1997, 

Schreiner, 2005, Tian et al., 2005).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의 경우 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파우더나 추출액의 형태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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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현재까지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로 인하여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해

효과가 역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그러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

한 사료를 섭취한 랫드, 돼지, 닭, 토끼 등 많은 동물들에서 성장저해, 

갑상선의 비대, hypertrophy 및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다

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어 왔으며, 어린 동물들에게는 보다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Tripathi et al., 2007). 많은 연구 결

과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터 유래되는 티오시안산 음이온(SCN-)과 5-

ethyl-1,3-oxazolidine-2-thione (goitrin)이 갑상선의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갑상선 세포 내로

의 요오드 유입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thyroid 

peroxidase(TPO)의 활성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Heaney et al., 1995).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글루코시놀레이트의 

tolerance level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료 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를 저감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져 왔다(Tripathi et 

al., 2007).  

Sulforaphane의 경우 4.4 mg/kg b.w./day를 투여한 마우스에서 암세

포의 성장이 억제되었는데(Kallifatidis et al., 2009) 이는 

bioavailability를 감안할 때 글루코시놀레이트로서 약 100 μmol/kg 

b.w.에 해당하는 양이며, 두달 간 하루에 85 g의 물냉이(watercress)를 

섭취한 사람들의 림프구에서 유의적인 DNA 손상이 억제되었는데(Gill 

et al., 2007) 이는 글루코시놀레이트로서 약 36 μmol/kg b.w.에 해당

하는 양이다. 반면 Tripathi외에 의해 제시된 가장 낮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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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level은 돼지에 대한 0.78 μmol/kg diet로, 돼지의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고려하면 약 40 μmol/kg b.w. 수준에 해당한다. 물론 

이는 갑상선 저해효과가 강한 goitrin의 전구체인 progoitrin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rapeseed meal을 사용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이기 때

문에 비교적 낮은 값으로 추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Opałka et al., 

2001, Tookey et al., 1980), 글루코시놀레이트에 대한 유용성이 부각

되고 있는 지금 그 유용성이 나타나는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식품의 섭취수준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유해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나, 건강상의 유용성을 기대하고 글루코시놀레

이트를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섭취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제재나 제시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남

용이 우려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십자화과 식물의 섭취수준이 높으

므로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양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의 안전성을 확보함

에 있어서 유용성과 유해성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글루코시놀레이

트의 유해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유해성,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총 글루코시놀레이트나 SCN-, 그리고 goitrin에 집중되어 있으

며, 이외의 각 분해산물의 개별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

이다. 간헐적으로 일부 연구들에 의하여 2-hydroxy-3-butenyl 

cyanide, p-hydroxyphenylacetonitrile, n-propyl ITC, allyl ITC, 

phenyl, benzyl ITC, 3-methylsulphinylpropyl ITC, 3-

(methylsulphonyl)propyl ITC을 투여한 랫드에서 나타나는 반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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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하여 보고된 바가 있으나(Bachelard et al., 1963, LANGER, 

1966, Nishie et al., 1980, Okulicz et al., 2013, Speijers et al., 1985) 

아직 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최근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십

자화과 식물의 섭취에 따라 체내에서의 thiouracil 생성이 증가함이 밝

혀졌는데, 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와 반갑상선 영향 사이에 아직 밝

혀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Kiebooms et al., 2012, 

Kiebooms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이 갑상선호르몬 생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

행되었다. 먼저 국내에서 섭취량이 높은 십자화과 식물 중 존재하는 글

루코시놀레이트를 중심으로(Figure 1-1) 구조를 고려하여 총 10종류의 

곁가지 사슬 구조를 시험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분해산

물인 organic nitrile, organic ITC, organic thiocyanate 중 총 22종을 

시험물질로 선정하였다. Goitrin을 비롯한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관하여 이루어져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험물질로 선정한 물질들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분

해산물의 자체적인 효과 이외에 체내 대사 후 SCN-으로서의 작용 여부

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in vitro 대사 환경을 처리한 뒤 SCN-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TPO 활

성과 갑상선 세포로의 요오드 유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 시험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분해산물이 갑상선호르몬의 각 생성단계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 중 갑상선호르몬 생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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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ucosinolates tested in current study. 

Figure 1-1. The structure of frequently ingested glucosinolates in 

Korea (listed in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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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랫드에 투여하여 급성적인 갑상선 호

르몬 변화 및 갑상선 조직 내 TPO활성 변화를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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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수준과 십자화과 채소 내의 함

량 

 

2013년에 보고된 2011년도의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약 154 g의 십자화과 채소를 섭

취한다(Table 1-1). 배추김치의 상위 90% 섭취자의 경우 배추김치 하

나의 항목만으로 십자화과 채소의 총 평균 섭취량을 웃도는 수준으로 섭

취하고 있으며, 상위 99% 섭취자의 경우 평균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의 

2배 이상의 배추김치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남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5 g 이하의 십자화과 채소

를 섭취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의 경우 25~30 g, 유럽에서는 5~30 g 

정도의 섭취수준을 보이고 있다(IARC, 2004).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

는 하루 40~80 g 정도로 비교적 높은 섭취수준을 보이는데, 이로 미루

어 볼 때 우리나라의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량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 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Table 

1-1의 채소들을 대상으로 여러 문헌으로부터 개별적인 글루코시놀레이

트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정리하였다. 채소 내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과 조성은 품종, 재배지역, 채소의 성장주기, 계

절, 각 개체간의 거리나 비료 및 기후 등의 경작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Björkman et al., 2011) Table 1-2에 계산된 값은 정확한 국내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량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정된 섭취량이 된다. 

Table 1-1의 국내 십자화과 채소의 평균 섭취량과 Table 1-2의 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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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aily intake of Brassicaceae vegetables in Korea 

(g/day) based on 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rop Average P90 P95 P99 

무 18.97 60.48 90.69 192.67 

김치,깍두기 9.90 35.55 71.21 144.99 

단무지 3.75 12.34 25.78 58.80 

김치,나박김치 4.60 0.00 0.00 171.70 

김치,동치미 5.01 0.00 0.00 144.09 

무청 5.26 0.00 35.01 126.22 

무말랭이 0.13 0.00 0.00 3.66 

김치,총각김치 6.27 0.00 36.47 143.57 

김치,열무김치 6.56 0.04 35.74 138.64 

김치,열무물김치 3.06 0.00 0.00 97.89 

배추 9.20 23.08 59.61 186.02 

김치,배추김치 68.57 169.71 216 355.19 

김치,백김치 1.13 0.00 0.00 29.69 

유채 0.20 0.00 0.00 0.00 

김치,유채김치 0.10 0.00 0.00 0.00 

청경채 0.15 0.00 0.00 0.00 

갓 0.01 0.00 0.00 0.00 

김치,갓김치 0.78 0.00 0.00 29.4 

브로콜리 0.84 0.00 0.00 38.55 

콜리플라워 0.01 0.00 0.00 0.00 

케일 0.01 0.00 0.00 0.00 

양배추 8.77 30.68 53.07 140.30 

냉이 0.24 0.00 0 1.58 

Sum 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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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Individual glucosinolate contents (μmol/g fresh weight) in Brassicaceae vegetables 

generally consumed in Korea and their daily intake (crude estimation).  

Crop SIN GNA GBN PRO GIV GRS GER GIB GRA GRE GAL GNT GBR NGB 4OH 

GBR 

4MO 

GBR 

Total 

Raphanus Sativus 

무b,c    0.00-

0.78 

 1.25-

8.58 

0.0  -

0.48 

0.02-

1.09 

tr 0.07-

0.21 

tr  0.00-

0.38 

tr 0.03-

0.18 

0.01-

0.17 

1.38-

11.62 

Brassica campestris 

배추d,e,f  0.00- 

0.90 

0.03-

0.82 

0.01-

0.53 

  0.00-

0.09 

 0.00-

0.06 

 0.00-

0.37 

0.04-

0.61 

0.01-

0.68 

0.00-

0.06 

0.0-

0.15 

0.21- 

0.48 

0.3-

4.75 

유채c,g  0.08- 

0.25 

0.10-

0.71 

0.49-

0.53 

  tr  tr  0.01-

0.11 

0.02-

0.24 

0.08-

0.09 

0.02-

0.05 

0.15 0.01 - 

0.05 

0.96-

2.18 

청경채h  0.44- 

7.07 

0.25-

2.02 

0.12-

4.15 

  0.03-

0.24 

 0.22-

0.66 

 0.13-

1.35 

0.09-

0.36 

0.09-

0.49 

0.17-

1.16 

0.0-

0.03 

0.04 - 

0.15 

1.58-

17.68 

Brassica juncea 

갓i 0.1–

18.7 

0.00-

2.52 

0.1–2.0         0–1.3 0–0.2 0.1–0.2 0–0.1  0.3-

25.02 

Brassica oleracea 

브로콜

리j,k,l 

0.00-

0.05 

0- 

0.1 

0.03 0.00-

0.45 

  0.01 0.01-

0.13 

0.14-

1.05 

 0.01-

0.02 

0.04 0.03-

0.43 

0.02-

0.11 

0.02 0.04- 

0.39 

0.3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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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inued) 

Crop SIN GNA GBN PRO GIV GRS GER GIB GRA GRE GAL GNT GBR NGB 4OH 

GBR 

4MO 

GBR 

Total 

콜리플

라워c,j,k,

m 

0.01-

1.75 

0.00- 

0.08 0.01 

0.00-

0.46 

0.07  0.03-

0.17 

0.01-

0.99 

0.01-

0.05 

0.01 0.05 0.00-

0.04 

0.13-

1.76 

0.01-

0.35 

0.01-

0.16 

0.04- 

0.40 

0.39-

6.35 

케일c,j,n 0.28-

1.97 

0.00- 

0.1 
0.01 

0.01–

0.25 

0.01   0.24-

2.51 

0.00–

0.13 

  0.00–

0.14 

0.18–

2.06 

0.00–

0.34 

0.01-

0.10 

0.02- 

0.25 

0.76-

7.87 

양배추 
c,j,m,n 

0.04-

1.80 

0.00-

0.14 
0.02 

0.00-

0.32 

0.00-

0.06 

  0.05-

3.05 

0.00-

0.02 

 0.00-

0.03 

0.01-

0.03 

0.09-

2.17 

0.00-

0.21 

0.01-

0.03 

0.03-

0.20 

0.25-

8.08 

Capsella bursa 

냉이o ND                 

                  

Daily 

intake 

(μmol)a 

13.9 39.0 36.2 29.9  0.3 83.4 9.5 20.0 3.1 6.3 15.3 27.4 41.4 3.2 9.2 31.5 369.4 

Abbreviation: SIN, sinigrin; GNA, gluconapin; GBN, glucobrassicanapin; PRO, progoitrin; GIV, glucoibervirin; GRS, 

glucoraphasatin; GER, glucoerucin; GIB, glucoiberin; GRA, glucoraphanin; GRE, glucoraphanin; GAL, glucoalyssin; GNT, 

gluconasturtiin; GBR, glucobrassicin; NGB, neoglucobrassicin; 4OHGBR, 4-hydroxyglucobrassicin; 4MOGBR, 4-

methoxyglucobrassicin; tr, trace amount; ND, not detected. 
a ∑[The amount of individual glucosinolate in each vegetable (μmol/g fresh weight, median value) x average daily intake(g/day) 

of each vegetable in Table 1-1].  
b (Hanlon et al., 2011) 
c (Ciska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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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im et al., 2010) 
e (Hong et al., 2011) 
f (Tookey et al., 1980) 
g (Cartea et al., 2008a) 
h (Wiesner et al., 2013) 
i (Kirkegaard et al., 1998) 
j (Kushad et al., 1999) 
k (Tian et al., 2005) 
l (Bhandari et al., 2014) 
m (Sones et al., 1984) 
n (Cartea et al., 2008c) 
o (Griffiths et al., 2001, GrootWassink et al., 1994, Karley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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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내의 개별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의 평균 근사치를 사용하여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개별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이로부터 국내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량을 369.4 μmol/day로 추정

하였다. 평균 체중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약 6 μmol/kg b.w./day에 해

당하는 양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돼지에 대한 tolerance level인 40 

μmol/kg b.w./day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섭취수준이다.  

자연계에 100종류 이상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알려져 있으나 주요한 

몇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Figure 1-1). 16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무에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는 glucoraphasatin의 섭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glucobrassicin > gluconapin > glucobrassicanapin > 4-

methoxyglucobrassicin > progoitrin > gluconasturtiin > glucoiberin > 

glucoalyssin > sinigrin > glucoerucin > 4-hydroxyglucobrassicin > 

glucoraphanin > neoglucobrassicin > glucoiberverin 순으로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의 대부분이 progoitrin으로 이루

어져 있는 rapeseed (Tookey et al., 1980)와 위의 조성을 비교하면 같

은 수준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섭취하더라도 goitrin에 의한 영향이 

다소 감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들의 생성에 따른 영향이 우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글

루코시놀레이트에 관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조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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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생성과정 

 

손상되지 않은 식물체 내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액포에 격리∙저장되

어 있다(Grob et al., 1979). 조리∙저작과정 등을 통하여 식물의 조직이 

파괴되면 세포질 내의 myrosinase라고 불리는 β–thioglucosidase의 

작용을 통하여 결합된 당이 가수분해 되고 나면 불안정한 구조의 비배당

체(thiohydroxamate-O-sulfonate)가 생성된다(Thangstad et al., 

1991, Tookey, 1973)(Figure 1-2). 또한 섭취 후 장내 균총에 의해서

도 글루코시놀레이트의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Krul et al., 2002). 

비배당체는 자발적으로 organic nitrile, ITC, organic thiocyanate와 같

은 물질들로 전환되는데, 이때의 환경에 따라 주 생성물질이 달라진다.  

중성 pH환경에서는 Lossen rearrangement에 의하여 ITC가 주로 

생성된다(Bones et al., 2006). 생성된 ITC 중 hydroxyl기를 갖는 2-

hydroxy-3-butenyl ITC의 경우 자발적인 고리화 반응에 의하여 

oxazolidine-2-thione구조로 전환되며, indolylmethyl ITC의 경우 

SCN-이 해리되면서 해당 알코올 구조로 전환된다(McDanell et al., 

1988). 반면 산성환경이거나 Fe2+ 또는 nitrile-specifier protein이 존

재할 경우에는 organic nitrile의 생성이 우세하게 일어나며(Bellostas 

et al., 2007, Forss et al., 1983, Gil et al., 1980, Kissen et al., 2009), 

곁 사슬구조의 끝에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의 경우 epithiospecifier protein이 있을 경우 epithionitrile이 생성될 

수 있다(MacLeod et al., 1985). Organic thiocyanate는 ITC와 

organic nitrile과는 달리 안정한 탄소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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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lucosinolate hydrolysis and the formation of breakdown products (Hols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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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사슬을 갖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인 sinigrin, glucotropaeolin, 

glucoerucin (R=allyl, benzyl, 4-(methylthio)butyl, respectively)으

로부터만 형성되며 thiocyanate-forming protein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아직 생성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Burow et 

al., 2007, Lüthy et a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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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 

 

유채 속 식물(Brassica)의 rapeseed meal은 경제적이면서도 좋은 단

백질의 급원으로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함량이 높은 rapeseed meal을 섭취한 동물들에게서 갑상선, 간, 신장이 

비대해지고 성장이 저해되는 등의 반영양적 효과들이 관찰되어 왔다

(Mabon et al., 2000, Mandiki et al., 1999, Tripathi et al., 2001). 또

한 가금류에서는 알의 생산이 저하되며 그 무게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wson et al., 1994) 어류에서도 성장저해나 갑상선의 기

능 이상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Burel et al., 2001). Rapeseed 뿐 아니

라 식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brussels sprouts를 4주 간 섭취시킨 

랫드에서도 섭취수준 저하,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의 감소와 같은 증

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Groot et al., 1991). 이는 글루코시

놀레이트 섭취에 따른 갑상선 호르몬 대사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progoitrin에서 유래한 goitrin이 주 원인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Elfving, 1980). 또한 glucobrassicin으로부터 유래하는 SCN-도 요오

드와의 경쟁적 작용을 통한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Schöne et al., 1997a). Tripathi외(Tripathi et al., 2007)는 동

물들에서 나타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에 의한 반영양적 효과들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Table 1-3), 반추동물, 돼지, 토끼, 가금류, 어류에 대하

여  각각 1.5-4.22, 0.78, 7.0, 5.4, 3.6 μmol/g diet의 tolerance level

을 제시하였다.  

동물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미루어보아 사람에서도 역시 글루코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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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Biological effects of glucosinolates on animals 

(Tripathi et al., 2007). 

Animal Total glucosinolate  

  (μmol/g diet) 

Effect on animals 

Monogastrics 

rat 3.3-4.4 Reduced intake and growth 

 7.7 Depressed intake and growth 

 6.6 Poor gain, increase thyroid weight and changed 

thyroid morphology 

 0.5 No adverse effect 

Pigs 1.3~2.79 Reduced feed intake and growth 

 7.0 Severe growth depression 

 9-10 Induced liver and thyroid, hypertrophy 

 10 Induced iodine deficiency, Hypothyroidism, 

reduced bone and serum zinc content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0.16-0.78 No adverse effect during growth, pregnancy and

 lactation 

 2.2 No adverse effect during growing period 

 1.3 Reduced gain during finishing period 

Poultry 5.4–11.6 No adverse effect on intake and gain 

 2.3–8.18 No adverse effect on weight gain 

 7.6–15.3 Severe growth depression 

 34.0 Severe growth depression 

 0.9 No adverse effect on intact and growth 

 4.6 Reduced feed intake  

Rabbits 7.9 No apparent adverse effect on growth and  

health of broiler rabbits 

 17.9–25.3 Severe growth depression and increased  

mortality 

Ruminants 

Calves 1.2–2.4 No adverse effect on thyroid and liver function  

of c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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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continued) 

Animal Total glucosinolate  

  (μmol/g diet) 

Effect on animals 

Steers 10–15 No detrimental effect on growth and feed  

conversion of steers 

Cow 11.0 Induced iodine deficiency in cow 

 11.7–24.3 Depressed feed intake and milk production in  

dairy cow 

 ≥23.0 Reduced intake and milk production in cow 

 31.0 Thyroid disturbance and depressed fertility in 

cow 

Sheep 1.2–2.2 Weight loss during lactation in ewes 

 15.0 Reduced growth in lambs 

 17.5 No effect on intake but Increased thyroid   

weight in lam 

 33.0  Growth depression in lamb  

 <4.22  No adverse effect on lamb performance 

 ≥4.22  Induced iodine deficiency and influenced     

thyroid weight and histology in lambs 

 1.2–1.6 Reduced plasma levels of estradiol provoked  

reproductive disturbance 

Fish 2.18 Reduced growth by 0.15 level 

 19.3 Severe growth depression and thyroid       

disturb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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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 섭취에 의한 유사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기되나 현재까지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인 사례는 거의 없다. 하루에 150 g (글루코시놀레

이트로서 약 1  mmol에 해당)의 brussels sprouts를 4주 간 섭취한 사

람들에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여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변화가 없었다(McMillan et al., 1986). 또다른  연구에서는 

300 μmol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한 브로콜리를 매일 7일 간 섭취

하였으나 역시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Shapiro et al., 2006).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50-200 mg의 

goitrin을 섭취한 뒤 24시간 후 갑상선으로의 방사성 요오드 유입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ney et al., 1995). 식품 내 글루코시놀레이

트의 bioavailability를 감안하면 1.5-6 mmol 수준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에 해당하는 goitrin의 양이며 이는 대략 1.5-6 kg의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섭취하기에는 다소 높은 농도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강한 갑상선 기능 저해물질로서 사용이 금지된 

thiouracil의 경우 최근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에 따라 체내에서의 생

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Vanden Bussche et al., 2011). 따라서 사람에서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로 인한 갑상선 대사 이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유용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축된 형태의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

다.  

갑상선 대사 저하 이외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독성에 관한 보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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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Indoleacetonitrile은 질산염 존재 하에 N-nitroso 화합물을 

생성함으로써 약한 유전독성을 나타냈다(Tiedink et al., 1990). 

Indole-3-carbinol의 경우 마우스에 100 mg/kg b.w.이상을 투여한 경

우 간∙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Shertzer et al., 1991). 또한 Indole-3-

carbinol을 발암물질과 함께 투여하면 암 발생 억제효과를 보이는 반면

(Guo et al., 1995), 발암물질을 투여하여 개시단계가 지난 뒤 투여하면 

암 생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항암효과가 있는 유용성분으

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Stoner et al., 2002, 

Yoshida et al., 2004). 최근에는 1-methoxy-3-indolylmethyl 

glucosinolate의 대사산물들에 의하여 in vitro 시험과 동물모델에서 

DNA adduct가 형성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Barknowitz et al., 2014, 

Schumacher et al., 2014). Allyl, 2-phenylethyl, benzyl, phenyl ITC

는 in vitro 실험에서 유전독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Kassie et al., 

2000, Kassie et al., 1999, Musk et al., 1993), 25 mg/kg allyl ITC를 

포함한 콘 오일을 주당 5회씩 103주 동안 F344 랫드와 B6C3F1 마우

스에 투여한 결과 F344 랫드의 방광에서 이행세포유두종(transitional 

cell papilloma)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nnick et al., 1982). 

또한 Nishie외의 연구에 의하면 3-methylsulphinylpropyl 

isothiocyanate, allyl isothiocyanate, 1-cyano-3,4-epithiobutane을 

투여한 랫드에서 태아의 사망 또는 태아의 체중감소가 관찰된 바 있으며

(Nishie et al., 1980). 9주간 하루 4.8 mmol의 allyl cyanide를 섭취한 

양에서는 간 손상이 나타났다(Duncan et al., 1992).위 연구들은 물론 

고농도의 분해산물을 처리한 독성시험들이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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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임에 있어 주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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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과 체내 대사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많은 기능에 관여한다. 기초대사량을 증가시

키며 해당과정, 당 신생합성, 장에서의 당 흡수 촉진 등을 통한 체내 당 

대사와 단백질 생합성, 그리고 지질분해과정 및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

로 전환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심박수, 심박출량, 혈류 순환 속도

를 증가시키고 신경전달과정과 대뇌의 활동 및 신경계의 성숙에 관여한

다(Lima et al., 2001). 또한 성장호르몬 생성에 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골격형성에 기여하며(Waung et al., 2012), 피부 유지(Aamir et al., 

2010) 및 생식기능 유지에도 관여한다(Krassas et al., 2010). 따라서 

체내 갑상선 호르몬 운영 체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양

한 신체기관의 기능저하 또는 기능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체내 갑상선 운영체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 사이의 피드백 조절을 통한 혈중 갑상선 호

르몬 농도 조절 과정이다. 갑상선에서의 갑상선 호르몬 생성 및 분비과

정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stimulating 

hormone, TSH)에 의하여 촉진되며, TSH의 분비는 시상하부에서 분비

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thyrotropin-releasing hormone, 

TRH)에 의하여 조절된다(Hadley et al., 2006). 이러한 조절작용에 있

어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내의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나 transporter, 또

는 deiodinase의 발현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iamolera et al., 

2009, Fliers et al., 2006).  

두 번째는 TSH의 자극에 따른 갑상선에서의 갑상선 호르몬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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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과정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iodothyronine 구조를 갖는 분자로 합성 

시 요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이 필수적

이다.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은 sodium/iodide 

symporter(NIS)를 통하여 농도 구배에 역행하여 이루어지는데, 갑상선 

세포 내의 요오드 농도는 평소 혈중 농도에 비하여 약 25-50배 가량 

높으며 자극에 의하여 유입이 촉진될 때에는 약 250배까지 높아진다

(Johnson, 2003). 유입된 요오드는 이온채널(pendrin)을 통하여 갑상

선 세포로 둘러싸인 follicular colloid lumen으로 확산되며, 갑상선 세포

의 표면에서 thyroid peroxidase(TPO)의 작용으로 thyroglobulin의 

tyrosine 잔기에 결합된다(Taurog et al., 1996). 이러한 iodination 과

정을 통하여 mono-, diiodotyrosine이 생성되며, 이들이 결합

(coupling)하여 갑상선 호르몬(T3, T4)이 합성된다. 갑상선 호르몬이 

결합된 thyroglobulin은 pseudopodia에 의하여 소포를 형성하여 세포 

내로 유입되며, lysosome과 합쳐져 펩타이드, 아미노산, 그리고 T3, T4

로 분해되어 혈류로 분비된다.  

세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의 운반, 체내 대사 및 배출 과정이다. 갑상

선 호르몬은 혈중에서 대부분 운반 단백질에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며, 

thyroxine-binding globulin(TBG)에 약 70-75%, transthyretin에 약 

20%, albumin에 약 10%씩 결합한다(Hadley et al., 2006). 따라서 갑

상선 호르몬 운반단백질의 구조나 발현 수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Refetoff et al., 1996, 

Schussler, 2000).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deiodinase의 작용에 의하여 

활성화 또는 불활성화되며, UDP-glucuronosyltransferase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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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otransferase의 작용에 의하여 체외로의 배출이 촉진되므로, 위 효

소들이 작용하는 과정에 생기는 변화 역시 체내 갑상선 호르몬의 효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Capen, 1997, Visser et al., 1998). 

마지막은 갑상선 호르몬의 target 세포에 대한 작용 과정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organic anion-transporting polypeptide, L-type amino 

acid transporter와 같은 transporter를 통하여 체내 다양한 종류의 세

포 내로 유입되며(Friesema et al., 2005), 최종적으로는 핵 안에서의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thyroid hormone receptor, TR)에 결합함으로써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Hadley et al., 2006).  

위의 갑상선 호르몬 운영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보

고되어 왔으며 각 기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저해제를 Table 1-4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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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xamples of chemicals reported to alter critical elements of thyroid hormone regulation or 

action (Murk et al., 2013). 

Thyroid regulation 

target 

Effect on thyroid regulation or action Examples of active chemicals 

TRH receptor signaling Interfere with TSH production by 

thyrotrophic cells 

Somatostatin analogues and synthetic rexinoids 

TSH receptor signaling Decreased stimulation of thyrocytes DDT, Aroclor 1254; plant extracts (e.g. 3,4-dihydroxycinnamic 

acid derivatives) 

NIS-mediated iodide 

uptake 

Decreased thyroidal synthesis of T3 and T4 Perchlorate, nitrate, thiocyanate, 4-methylbenzylidene-

camphor, imidazothiazoles 

TPO inhibition Decreased thyroidal synthesis of T3 and T4 Methimazole, propylthiourea, amitrole, mancozeb, soy 

isoflavones, benzophenone 2, 1-methyl-3-propyl-imidazole-2-

thionem, kojic acid, 4-nonophenol 

Binding to serum 

transport proteins 

Decreased serum levels Hydroxy-PCBs and –PBDEs, EMD 49209; pentachlorophenol, 

HCB, phenols 

Cellular TH transporters Altered cellular availability of TH for target 

cells, metabolism, action and elimination 

Antidepressants, amino acids, aromatic dyes, flavonoids 

Inhibition of 

deiodination enzyme 

activity 

Decreased peripheral synthesis of T3 FD&C Red Dye #3, PTU, PCBs, octyl-methoxycinnamate, 4-

methylbenzylidene-camphor, iodinated X-ray contrast agents, 

halogenated aromatic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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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ntinued)  

Thyroid regulation 

target 

Effect on thyroid regulation or action Examples of active chemicals 

Induction of sulfation 

and glucuronidation 

enzyme activity 

Increased biliary elimination of T3 and T4 Acetochlor, phenobarbital, 3-methylcolanthrene, PCBs, 1-

methyl-3-propyl-imidazole-2-thione 

Inhibition of sulfation 

and glucuronidation 

enzyme activity 

Decreased biliary elimination of T3 and T4 Hydroxy PCBs and –PBDEs 

Hepatic cellular 

transporters 

Altered biliary elimination of T3 and T4 TCPOBOP, pregnenolone-16-α-carbonitrile, TCDD, rifampicin, 

phenobarbital, oltipraz, di-n-butyl phthalate, n-butylbenzyl 

phthalate, dicofol  

TR binding Altered activation of TH dependent gene 

transcription 

T3-like hydroxyl PCBs and –PBDEs, linuron, 

Tetrabromobisphenol A, arsenic 

Abbreviation: TRH, thyrotropin-releasing hormone;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NIS, sodium/iodide symporter; TPO, thyroid peroxidase; TH, thyroid 

hormone; TR, thyroid hormone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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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In vitro 대사 환경에서 글루코시

놀레이트 분해산물의 티오시안산 음이

온(SCN-)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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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  론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는 물질로 잘 알려진 티오시안산 음이온(SCN-)

은 갑상선세포의 요오드 유입을 방해하고, thyroid peroxidase(TPO) 

수준에서 요오드와 경쟁하여 thyroglobulin에 요오드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갑상선호르몬 생성을 저해한다(Astwood, 1943, Gaitan et 

al., 1983b, Langer et al., 1972, Raben, 1949). 또한 혈중 갑상선호르

몬 결합 단백질로부터 thyroxine(T4)을 유리시켜 혈중 T4의 분포를 

변화시킨다(Langer et al., 1976, Michajlovskij et al., 1974). 특히 여성

의 경우, 고농도의 뇨 중 SCN-(>1800 μg/L)과 혈중 T4 농도 감소 

사이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뇨 중 요오드 수준이 낮을 경

우(<100 μg/L)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Steinmaus et al., 2013, 

Steinmaus et al., 2007). 또한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SCN-

으로 인한 모유 중 요오드 함량의 감소로 영아기의 뇌 손상이 초래될 위

험이 있다(Laurberg et al., 2004).  

사람들은 식품의 섭취, 흡연, 또는 농약의 사용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SCN-에 노출된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포함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SCN-에 노출되는 경로 중 하나이며, 비흡연자의 경우 혈중 SCN-농도

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포함된 채소의 섭취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지

표가 된다(Taylor et al., 2006, Wood, 1975).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십자화과 식물(Brassicaceae) 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

량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어왔다. 일례로, 브로콜리, 방울다다기

양배추, 콜리플라워와 같은 유채속 식물(Brassica)에서 ~340 μ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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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weight의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측정되었다(Hanschen et 

al., 2014). 또한 섭취되고 있는 다양한 채소 내의 SCN-햠량을 측정한 

결과 비십자화과 식물의 경우 2 μg/g fresh weight 이하의 SCN-을 포

함하고 있는 반면, 십자화과 식물의 경우 최대 56.2 μg/g fresh weight

의 SCN-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chez et al., 2007, Weuffen 

et al., 1984). 한혜정 등은 다양한 십자화과 식물에 함유된 글루코시놀

레이트를 SCN-으로 전환하여 측정하였는데, 유채에서 최고 농도의 

SCN-이 측정되었으며(1059.4 μg/g dry weight), 한국인의 하루 평균 

SCN- 섭취량은 약 16.3 μmol로 추정되었다(Han et al., 2009).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몇 단계의 분해과정을 거쳐 SCN-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식물조직이 가공, 저작, 또는 보관 중 파괴되면 myrosinase로 불

리는 β-thioglucosidase의 작용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가수분해된다. 

가수분해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organic nitriles, organic 

isothiocyanates(ITCs), organic thiocyanates와 같은 다양한 분해산물

로 전환된다(Fenwick et al., 1982). 이들 중 3-indolylmethyl ITC, 

p-hydroxybenzyl ITC와 같이 불안정한 구조를 갖는 분해산물의 경우, 

수용액 상에서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분해가 일어나 SCN-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ek et al., 2005, Gmelin et al., 1960). 또한 이

외에 식품 내에서 생성되는 몇몇 다른 분해산물들은 동물실험에서 체내 

대사에 의한 SCN-으로의 전환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 후 체내 대사에 

의하여 SCN-을 생성할 수 있는 잠재적 SCN-으로 생각할 수 있다. 

Allyl ITC를 경구투여한 랫드에서 투여량의 14-18%에 해당하는 SCN-

이 소변으로 배출되었다(Bollard et al., 1997). 또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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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acetonitrile과 benzyl thiocyanate는 각각 투여량의 23%, 36%

에 해당하는 SCN-이 소변으로 배출되었다(Holst et al., 2004). 

SCN- 전구체로서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반갑상선 영향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 각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터의 SCN- 생성과

정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 때 식물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조성과 

분해산물 생성수준 및 그 조성은 식물의 재배환경 또는 수확 후 거치는 

처리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Jones et al., 2006, Palermo et al., 

2014, Reilly et al., 2014), 개별적인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부터 

전환되는 SCN-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일부 분해

산물을 제외하면,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터 유래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

의 SCN-으로의 전환에 대한 보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장에서는 체내 대사를 통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부터의 SCN-생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생성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내에서 섭취되는 

채소에서 많이 발견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중심으로 곁 사슬의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결정하였고,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의 구조에 해당하는 분해산물들(organic nitriles, organic ITCs, 그리고 

organic thiocyanates)을 시험물질로 선정하였다(Table 2-1). 이들의 

체내 대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human liver S9 분획과 rhodanese를 

사용하여 in vitro 대사환경을 적용하였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시안산 음

이온(CN-)의 경우 rhodanese의 작용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므로

(Stern et al., 1952) 각 대사효소 처리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SCN-과 

CN-을 함께 측정하였다. Organic thiocyanates는 세 종류의 글루코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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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list of selected glucosinolates, related plants, and the structure of their corresponding 

breakdown products included in this study. 

Glucosinolates Corresponding breakdown products 

Trivial name Related plantsa Organic nitriles Organic isothiocyanates Organic thiocyanates 

Glucolepidiin Armoracia 

lapathifolia Gilib 

(horseradish) 

N  
1a 

N

C

S  
1b

ㅡ 

-  - 
N  2a 

N

C

S

2b ㅡ 

Dihydroglucon Cardaria draba 

(hoary cress) 
N  3a 

N

C

S  
3b

ㅡ 

Sinigrin 

 

Armoracia rusticana 

(horseradish),  

Brassica juncea (L.) 

Coss (brown 

mustard) 

N  4a 
N

C

S  
4b

S

C

N  

Progoitrin 

 

Brassica oleracea L.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turnip) 

N

OH

 

5a 

O

NH

S  

5b
b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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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ntinued) 

Glucoerucin Eruca sativa Mill. 

(rocket mustard) 
SN

6a 
N

SC

S

6b
S

SC

N

Glucoraphanin Brassica oleracea L. 

(cabbage) 
S

O

N

 

7a S

O

N

C

S

7b

ㅡ 

Glucotropaeolin

 

Carica papaya L. 

(papaya),  

Lepidium sativum L. 

(garden cress) 

N  
 

8a 

N

C

S  
 

8b

S

C

N  
 

Gluconasturtiin 

 

 

Brassica campestris 

ssp. Pekinensis 

(Chinese cabbage), 

Nasturtium 

officinale R. Br. 

(water cress) 

N

 

9a 
N

C

S

 
 

9b

ㅡ 

Glucobrassicin Brassica oleracea L. 

(kohlrabi), Raphanus  

sativus L. (radish) 
N
H

N 10a 

ㅡ  ㅡ 

a reviewed by Tookey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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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 즉 sinigrin, glucoerucin, 그리고 glucotropaeolin의 가수분해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Lüthy et al., 1977, 

Wittstock et al., 2007) 이 세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에 해당하는 

organic thiocyanate만 시험물질에 포함하였다. 또한 3-

indolylmethyl-ITC의 경우 수용액 내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성되는 

즉시 indole-3-carbinol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험물질

에서 제외하였다(McDanell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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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재료 및 방법 

 

2.2.1. 시약 

 

Ethyl cyanide (1a, propanenitrile), ethyl ITC (1b, 

isothiocyanatoethane), propyl cyanide (2a, butanenitrile), propyl 

ITC (2b, 1-isothiocyanatopropane), butyl cyanide (3a, 

pentanenitrile), butyl ITC (3b, 1-isothiocyanatobutane), benzyl 

thiocyanate (8c)은 TCI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llyl cyanide (4a, but-3-enenitrile), allyl ITC (4b, 3-

isothiocyanato-prop-1-ene), benzyl cyanide (8a, 2-

phenylacetonitrile), benzyl ITC (8b, isothiocyanatomethylbenzene), 

2-phenylethyl cyanide (9a, 3-phenylpropanenitrile), 2-

phenylethyl ITC (9b, 2-isothiocyanatoethylbenzene), 3-

indoleacetonitrile (10a, 2-(1H-indol-3-yl)acetonitrile) 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DL-goitrin (5b, 

5-ethenyl-1,3-oxazolidine-2-thione), erucin (6b, 1-

isothiocyanato-4-methylsulfanylbutane), L-sulforaphane (7b, 1-

isothiocyanato-4-[(R)-methylsulfinyl]butane)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Halohydrin dehalogenase A (Hhe A, CAS no. 402819-12-9) 

solution (883 units/ml), rhodanese (EC no. 2.8.1.1) 및 S9 reaction 

mixture에 사용되는 다른 모든 시약들은 Sigma Chemical C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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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9 fraction은 Invitrogen (Carlsbad, CA, USA) 각각 구입하였

다. 상업적으로 한매되지 않는 allyl thiocyanate (4c, prop-2-enyl 

thiocyanate), 2-hydroxy-3-butenyl cyanide (5a, 3-hydroxypent-

4-enenitrile), 4-(methylthio)butyl cyanide (6a, 5-

methylsulfanylpentanenitrile),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1-thiocyanato-4-(methylthio)butane), 4-(methylsulfinyl)butyl 

cyanide (7a, 5-methylsulfinylpentanenitrile)은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2.2.2.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합성 

 

2.2.2.1. 공통사항 

 

반응의 진행상황은 thin layer chromatography 또는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HP 6890/HP 5973; 

Hewlett-Packard, Palo Alto, CA, USA)로 확인하였으며, 합성된 분해

산물은 silica gel을 사용한 flash chromatography로 정제하였다. 분해

산물의 구조는 1H, 13C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CDCl3; 

Avance 500; Bruker Biospin, Rheinstetten, Germany)과 GC-M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분해산물의 질량스펙트럼은 electron ionization 

(EI)을 통하여 얻었으며, 2-hydroxy-3-butenyl cyanide (5a)의 경우

에는 chemical ionization (CI)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Table 

2-2). 

합성된 분해산물의 순도는 GC-FID (6890N; Agilen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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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NMR and mass spectra of the synthesized compounds. 

Compounds 
Molecular 

weight 
NMR spectral data 

MS spectral data, m/z(%)

EI mode CI mode

Allyl thiocyanate 

(4c) 
99.16 

1H NMR (CDCl3): δ= 3.569(2H, d, 

J = 7.0), 5,347-5.413(2H, m), 

5.889-5.972(1H, m) 

99(M+, 100), 

72(63), 

58(32) 

- 

2-Hydroxy-3-

butenyl cyanide 

(5a) 

97.12 

1H NMR (CDCl3): δ= 2.336(1H, s), 

2.561-2.659(2H, m), 4.470(1H, 

dd, J = 12, 5.5), 5.360(2H, dd, 

J = 55, 14), 5.896-5.964(1H, m)
13C NMR (CDCl3): δ= 25.97, 

68.65, 117.00, 117.66, 137.29 

79(2), 

69(5), 

57(100), 

52(7) 

98(M+1+,

100), 

80(65), 

57(70) 

4-(methylthio) 

butyl cyanide (6a) 
129.23 

1H NMR (CDCl3): δ(ppm)= 1.756-

1.805(4H, m), 2.106(3H, s), 

2.389(2H, t, J (Hz) = 6,8), 

2.539(2H, t, J = 6.8) 
13C NMR (CDCl3): δ= 15.62, 

17.04, 24.44, 27.96, 33.39, 

119.80 

129(M+, 35), 

82(34), 

61(100),  

55(22) 

- 

4-(Methylthio) 

butyl thiocyanate 

(6c) 

161.29 

1H NMR (CDCl3): δ= 1.738-

1.797(2H, m), 1.930-1.989(2H, 

m), 2.109(3H, s), 2.545(2H, t, J 

= 7.3), 2.988(2H, t, J = 7.3) 
13C NMR (CDCl3): δ= 15.47, 

27.16, 28.79, 33.33, 33.64, 

112.10 

161(M+, 10), 

103(36), 

61(100), 

55(38) 

- 

4-(methylsulfinyl) 

butyl cyanide (7a) 
145.22 

1H NMR (CDCl3): δ= 1.822-

1.930(2H, m), 1.944-2.021(2H, 

m), 2.431-2.459(2H, t, J = 7.0), 

2.605(3H, s), 2.692-2.790(2H, 

m) 
13C NMR (CDCl3): δ= 15.47, 

27.16, 28.79, 33.33, 33.64, 

112.10 

145(M+, 19), 

128(10), 

82(40), 

64(58), 

5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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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MN, USA)과 capillary column (VF-5ms, 30 m × 0.25 mm 

i.d., 0.25-μm film thickness; Varian, Walnut Greek, CA, USA)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분해산물을 1 mg/g 농도로 n-hexane 또는 

ethyl acetate에 녹인 뒤 1 μl를 주입하였다. 주입구의 온도는 200℃로, 

초기 오븐의 온도는 40℃로 설정하고 2분 간 유지하였다. 오븐의 온도

는 15℃/min의 속도로 300℃까지 높인 뒤 3분 간 유지하였다. 또한 1H 

NMR spectrum으로부터 잔류 용매를 확인하였다. 측정된 잔류용매와 

불순물의 질량비(%)를 100%에서 제함으로써 합성된 분해산물의 순도

를 계산하였다. 

 

2,2,2,2, Allyl thiocyanate (4c) 합성 

 

Renard 외(Renard et al., 2001) 이 사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allyl thiocyanate를 합성하였다(Figure 2-1, A). 요약하자면, 상온의 

anhydrous tetrahydrofuran (THF)에 1 mmol의 allyl bromide와 1.1 

mmol의 trimethylsilyl ITC를 넣은 뒤 1 M tetrabutylammonium 

fluoride 1.1 ml를 한 방울씩 천천히 가하였다. 하룻밤 동안 교반한 뒤 

반응용액에 일정량의 silica를 넣고 rotary evaporator(Eyela, Tokyo, 

Japan) 하에서 감압하여 용매를 휘발시켰다. Silica에 흡착된 합성물은 

flash chromatography를 통하여 정제되었다. 정제된 allyl thiocyanate

의 순도는 97.0%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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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synthetic schemes of allyl thiocyanate (A, 4c), 2-

hydroxy-3-butenyl cyanide (B, 5a), 4-(methylthio)butyl cyanide 

(C, 6a),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D, 6c), and 4-

(methylsulfinyl)butyl cyanide (E,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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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2-Hydroxy-3-butenyl cyanide (5a) 합성 

 

Hasnaoui-Dijoux 외(Hasnaoui‐Dijoux et al., 2008)의 연구에서 사

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2-hydroxy-3-butenyl cyanide를 합성하

였다(Figure 2-1, B). Tris-sulfate buffer (100 mM) 10 ml에 2-

vinyloxirane과 potassium cyanide를 각각 25 mM이 되도록 용해한 후 

50 μl의 halohydrin dehalogenase A solution을 가하고 교반하였다. 

반응액의 온도는 37℃로 유지하였으며 GC로 반응상황을 확인한 뒤 8시

간 후 반응을 종료하였다. 반응액은 2배의 diethyl ether로 추출하고 나

서 sodium sulfate를 가하여 잔류 수분을 제거한 뒤 정제하였다. 순도는 

94.4%로 계산되었다. 

 

2.2.2.4. 4-(methylthio)butyl cyanide (6a) 합성 

 

Truce 외와 Kjaer 외(Kjaer et al., 1955, Truce et al., 1962)의 연

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4-(methylthio)butyl cyanide를 

합성하였다(Figure 2-1, C). 상온의 anhydrous methanol 10 ml에 10 

mmol sodium thiomethoxide와 10 mmol 5-bromovaleronitrile을 넣

고 7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은 50ml diethyl ether를 가함으로써 종

료되었고, 이 때 생성되는 흰색 침전은 같은 부피의 물을 3회 가하여 제

거하였다. Diethyl ether 층을 분리하여 sodium sulfate로 잔류 수분을 

제거한 뒤 정제하였다. 순도는 99.6%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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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합성 

 

Benn 외(Benn et al., 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하

여 4-(methylthio)butyl thiocyanate를 합성하였다(Figure 2-1, D). 

Thiolane 20 mmol과 methyl iodide 45 mmol을 20 ml의 anhydrous 

diethyl ether에 넣고 빛을 차단하였다. 상온에서 60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반응액을 glass filter로 걸러 흰색 침전물(S-methylthiolanium 

iodide salt)을 얻었다. 흰색 침전물을 다시 30 ml의 anhydrous 

dimethylformamide에 용해시킨 뒤 30 mmol의 potassium thiocyanate

를 가하고 70℃를 유지하며 교반하였다. 7시간 후 반응액을 상온으로 식

히고 150 ml의 물을 가하여 희석하였다. 합성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는 45ml의 diethyl ether로 3회 반복추출하였으며, 잔류 수

분을 제거한 뒤 정제하였다. 순도는 99.0%로 계산되었다. 

 

2.2.2.6. 4-(methylsulfinyl)butyl cyanide (7a) 합성 

 

Kwan 외(Kwan et al., 1990)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약간 수정

하여 4-(methylsulfinyl)butyl cyanide를 합성하였다(Figure 2-1, E). 

상온의 methanol 5 ml에 0.2 mmol tellurium dioxide를 넣은 뒤 2 

mmol의 5-(methylthio)pentanenitrile을 가하였다. 위의 용액을 교반

하면서 4 mmol의 H2O2 (30% 수용액 사용)를 한 방울씩 천천히 가한 

뒤 빛을 차단하고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침전물을 제거한 뒤 반응액

을 정제하였다. 순도는 98.6%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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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in vitro 대사 

 

Human S9 분획 (1 mg/ml protein), 1 mM NADPH, 1.3 mM 

NADP+, 3.3 mM glucose-6-phosphate, 0.4 U ml-1 glucose-6-

phosphate dehydrogenase (EC no. 1.1.1.49), 3.3 mM magnesium 

phosphate, 1 mM glutathione를 포함한 0.1 M phosphate buffer (PB, 

pH7.4)를 제조하였다. 위의 S9 mixture에 chlorozoxazone과 1-

chloro-2,4-dinitrobenzene을 각각 cytochrome P450 2E1 

(CYP2E1)과 glutathione-S-transferase (GST)의 기질로 사용하여 

대사효소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CN-의 SCN-로의 전환을 알아보기 위하

여 S9 mixture와 함께 1.4 U/ml rhodanese와 15.6 mM sodium 

thiosulfate를 처리한 군을 설정하였다. 미리 37℃로 준비된 대사효소 

mixture 또는 PB 0.5 ml에 dimethylsulfoxide (DMSO)로 희석한 각 

대사산물을 1 mM씩 처리한 뒤(0.1% DMSO) 37℃에서 반응시켰다. 6시

간 후 반응액을 얼음위로 옮겨 온도를 낮춘 뒤 4℃, 14,000 x g에서 4 

min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ultrafiltration device (Amicon Ultra 

0.5 ml, 3 kDa molecular weight cut-off; Millipore Corp., Billerica, 

MA, USA)에 옮겨 담고 10분간 4℃, 14,000 x g에서 다시 원심분리하

여 단백질을 제거하였다. 여과액은 vial에 옮겨 뚜껑을 닫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즉시 SCN-, CN-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해산물로부터의 

자발적인 SCN-으로의 전환을 알아보고자 S9 mixture 없이 0.1 M PB 

(pH7.4, 37℃)만 사용하여 동일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0, 1, 6, 24시간

마다 SCN-생성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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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반복 측정값의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2.2.4. SCN-과 CN- 분석 

 

Van Staden 외(Van Staden et al.,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색법

을 적용하여 SCN-생성량을 측정하였다. Fe(NO3)3∙9H20 700 mg과 

65% nitric acid 2 ml을 취하여 물에 용해시켜 발색시약을 제조하였고, 

65% nitric acid를 2 ml을 물에 녹인 것을 공시험 시약으로 사용하였다. 

대사효소 반응액에 제조한 시약을 1:1로 가한 뒤 상온에서 10분 간 발

색시킨 뒤 450 nm에서의 흡광도로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CN-생성량도 비색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Rezaul Haque et al., 

2002). Acetate buffer (pH 5.0, 0.2 M)에 대사효소 반응액 50 μl와 

40 μl의 5 mg/g chloramine-T 수용액을 가한 뒤 빛을 차단하였다. 5

분 뒤 0.2 M acetate buffer로 제조한 16 mg/g barbituric acid/8 mg/g 

isonicotinic acid 용액 80 μl를 위 mixture에 가하였다. 30분 간 발색

시킨 뒤 600 nm에서의 흡광도로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위의 발색반

응 시 CN-과 함께 SCN-도 발색되므로, ferric nitrate 비색법으로 측정

된 SCN-의 농도를 제하고 CN-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두 이온 측정 시 

모두 분해산물을 넣지 않은 대사효소 반응액 및 buffer를 공시험 시료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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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  과 

 

2.3.1. 대사효소 작용에 의한 SCN-생성 

 

이번 장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organic nitrile, organic 

ITC, organic thiocyanate)이 체내 대사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는

지의 여부와 그 전환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human liver S9 분획, 

rhodanese를 처리한 뒤 발생하는 SCN-과 CN-을 측정하였다. 10종류

의 곁 사슬구조를 갖는 22종류의 분해산물에 S9 분획을 처리한 결과 

allyl ITC (4b)와 세 종류의 organic thiocyanate (4c, 6c, 8c)로부터 처

리한 농도 대비 각각 1.31, 2.45, 6.86, 2.47%의 SCN-이 생성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3).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를 

제외한 나머지 분해산물들의 경우 대사효소의 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수

용액 내에서의 자발적인 생성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대사효소

의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만 특이적인 효소작용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비특이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본 연구 결과로

부터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CN-를 SCN-로 전환하는 효소인 

rhodanese를 처리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CN- 생성을 거치지 않고 글루

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생성된 SCN-으로 볼 수 있다. 

Rhodanese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기 때문에(De Duve et al., 1955) 

S9 분획 처리 결과 CN-이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S9 내의 대사효소들

에 의해서 SCN-으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1 mM의 

CN-에 S9 mixture를 처리하여 반응시킨 결과 SCN-이 생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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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The concentration of SCN- and CN- liberated from 

the breakdown products of glucosinolates (organic nitriles, organic 

isothiocyanates, and organic thiocyanates) in neutral buffer (pH7.4) 

with the human liver S9 fraction and with or without rhodanese (6 h, 

37℃; n=3). ND=not detected. 

SCN- (μM) CN- (μM) 

in buffer +S9 S9+rhodanese in buffer +S9 

Organic nitriles

1a ND ND ND ND 5.0 ± 1.7 

2a ND ND ND ND 9.6 ± 1.4 

3a ND ND ND ND 8.5 ± 0.4 

4a ND ND ND ND 6.6 ± 0.9 

5a ND ND ND 1.4 ± 0.2 1.4 ± 1.1 

6a ND ND ND ND ND 

7a ND ND ND ND ND 

8a ND ND 10.0 ± 1.5 ND 15.1 ± 1.3 

9a ND ND ND ND ND 

10a ND ND 4.3 ± 2.2 12.0 ± 0.4 12.4 ± 0.5 

Organic 

isothiocyanates

1b ND ND ND ND ND 

2b ND ND ND ND ND 

3b ND ND ND ND ND 

4b ND 13.1 ± 0.1 10.6 ± 1.2 ND ND 

5b ND ND ND ND ND 

6b ND ND ND ND ND 

7b ND ND ND ND ND 

8b ND ND ND ND ND 

9b ND ND ND ND ND 

Organic 

thiocyanates 

4c ND 24.5 ± 17.3 467.3 ± 12.2 1.0 ± 0.5 564.8 ± 41.4 

6c 216.3 ± 0.1 68.6 ± 1.6 547.7 ± 70.6 84.7 ± 6.6 688.6 ± 31.9 

8c ND 24.7 ± 0.8 819.2 ± 89.9 3.9 ± 0.2 934.8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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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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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발적 분해에 의한 SCN-생성 

 

대사효소의 작용과 비교하기 위하여 수용액 내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SCN-을 함께 측정하였다(Table 

2-3). 본 연구에서 실험한 22종의 분해산물 중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를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분해산물들은 

대사효소가 포함되지 않은 수용액 내에서 SCN-을 생성하지 않았다

(Table 2-3).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분해산물로부터의 자발적인 SCN-생

성을 확인하고자 24시간 동안의 SC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점차 SCN-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2). 수용액 내에서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로부터의 SCN- 생성은 시약이 수

용액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 1, 6, 24시

간 후 처리농도 대비 각각 4.3, 6.8, 19.5, 46.0%의 SCN-이 수용액 내

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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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he spontaneous release of SCN- from the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organic nitriles, organic 

isothiocyanates, and organic thiocyanates) in a neutral buffer 

(pH7.4, 37℃) during 24 h (n=3). 6c: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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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대사효소 작용에 의한 CN-생성을 거친 SCN-생성 

 

22종류의 분해산물에 S9 분획을 처리한 결과 10종류의 ITC로부터는 

CN- 생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부 organic nitrile들과 세 종류의 

organic thiocyanate로부터 CN-이 생성되었다(Table 2-3). 먼저 

organic nitrile의 경우를 살펴보면, 10종류의 organic nitrile들 중 

aliphatic nitrile들(1a-4a)과 benzyl cyanide (8a)로부터 대사효소의 

작용에 따라 처리농도 대비 0.5~1.5%의 CN-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nitrile들 중에서는 benzyl cyanide (8a)로부터 약 1.5%로 가장 

많은 CN-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곁 사슬구조 내에 황을 포

함한 nitrile들(6a-7a)과 benzyl 외의 aromatic nitrile (9a)로부터는 

CN-이 생성되지 않았다. 2-Hydroxy-3-butenyl cyanide (5a)와 3-

indoleacetonitrile (10a)로부터도 S9분획 처리 후 CN-의 생성이 관찰

되었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대사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수용액 내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CN-이 측정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사효소의 작용에 

의한 CN- 생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Organic thiocyanate의 경우 분자구조에 따른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organic nitrile, organic ITC와 비교해볼 때 S9 분획과의 반응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CN-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Allyl, 4-(methylthio)butyl, benzyl thiocyanate (4c, 6c, 8c)로부터 처

리농도 대비 각각 약 56.5, 68.9, 93.5%에 해당하는 CN-이 생성되었다. 

Organic nitrile에서와 마찬가지로 organic thiocyanate의 경우에도 

benzyl기를 갖는 경우 가장 많은 CN-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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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서 생성되는 CN-은 rhodanese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는

데, rhodanese는 S9 분획 내에 포함되지 않는 효소이므로 추가적으로 

처리하였다. Rhodanese의 처리에 의하여 benzyl cyanide (8a), 3-

indoleacetonitrile (10a), 그리고 allyl, 4-(methylthio)butyl, benzyl 

thiocyanate (4c, 6c, 8c)로부터 생성된 CN- 중 각각 약 66.2, 34.7, 

82.7, 79.5, 87.6%가 SCN-으로 전환되었다(Table 2-3). 즉, S9에 의

해 생성된 대부분의 CN-이 SCN-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organic thiocyanate의 경우 이러한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

면 실험 결과 10 μM 이하의 CN-이 생성된 경우에는 전환된 SCN-이 

측정되지 않았다(1a-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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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  찰 

 

이번 장에서는 체내 대사를 통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부터의 SCN-생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9종류의 organic ITC 중 allyl ITC (4b)에 S9 분획을 처리

하였을 때 SCN-가 생성되었다(Table 2-3). 본래 organic ITC는 사람

과 랫드에서 GST의 작용에 의하여 glutathione dithiocarbamate로 대

사되어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사과정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1995). Allyl, butyl, benzyl ITC를 포함하여 다양한 organic ITC들의 

대사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에 보고된 선행연구들

에서도 allyl ITC (4b)를 경구 투여한 경우에만 랫드와 마우스에서 부수

적인 대사체로서의 SCN-이 소변에서 측정되었다 (Conaway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수행된 organic ITC들 이외에 글루

코시놀레이트로부터 유래되는 다양한 구조의 ITC들에 대하여 in vitro 

대사 조건을 적용하였으나 9종류의 ITC 중에서 allyl ITC (4b)로부터만 

SCN-의 생성이 관찰되어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3). 그러나 체내 대사에 의하여 allyl ITC (4b)

가 SCN-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결과로부터 allyl ITC (4b)의 SCN-으로의 전환은 CN- 생

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S9 내의 대사효소 작용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험물질로 포함한 3종류의 organic thiocyanate(4c, 6c, 

8c)에 S9을 처리하여 반응시킨 경우에도 모두 CN- 생성과정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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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직접적으로 SCN-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현재

까지 organic thicyanate의 대사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되지는 않았

으나, 주로 GST의 작용에 의하여 CN-을 생성하는 것이 주요 대사과정

으로 알려져 있다(Hideo et al., 1971). 하지만 Stern 외(Stern et al., 

1952)의 연구에 따르면 methyl, ethyl thiocyanate에 정제된 

rhodanese를 처리한 결과 SCN-이 생성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위 

저자는 이를 단백질(rhodanese)의 -SH기에 의한 비특이적인 효과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가열한 rhodanese를 처리했을 때 가열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SCN-의 생성량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관찰된 3종류의 organic 

thiocyanate로부터의 SCN-생성 또한 S9 mixture 내의 단백질에 의한 

비특이적인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짐작할 수 있다. 

Table 2-3과 Figure 2-2의 결과에 따르면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로부터 수용액 상에서 자발적으로 SCN-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중 현재까지 

3-indolylmethyl, 그리고 p-hydroxybenzyl ITC, 이 두 종류의 분해산

물이 수용액 내에서 자발적으로 SCN-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rek et al., 2005, Gmelin et al., 1960, McDanell et al., 1988). 자연

계에서 glucoerucin의 분해산물로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는 Eruca sativa, Diplotaxis  tenuifolia, 그리고 Alyssum 속 등에

서 제한적으로 발견되어 왔기 때문에(Benn, 1977, Schlüter et al., 

1972) 위 두 ITC에 비해 수용액 내 불안정성에 대하여 덜 연구되어 왔

을 것으로 짐작된다.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가 SC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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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는 과정에 대하여 이하에 언급되는 그 곁사슬 구조에서 원인을 찾

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rganic thiocyanate는 현재까지 단 세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sinigrin, glucotropaeolin, glucoerucin)의 가

수분해 시에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üthy et al., 1977). 이 세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안정적인 carbocation을 

형성할 수 있는 곁 사슬 구조(각각 allyl, benzyl, 그리고 4-

(methylthio)butyl)를 가졌다는 데에 있다. Benn의 연구로부터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양이온인 

S-methylthiolanium cation의 수용액 내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

다(Benn,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로부터의 SCN-생성은 수용액 내에서 S-

methylthiolanium cation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결과일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계에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가 

비교적 드물게 발견되어 온 까닭은 본 연구에서 6c가 보이는 수용액 내

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Organic nitrile의 체내 대사에는 CYP2E1이 관여함으로써 CN-을 생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oadas-Vaello et al., 2009, Silver et 

al., 1982), organic nitrile에 의한 급성독성 역시 CN-이 cytochrome 

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Rao et al., 2013). 기존

에 보고된 aliphatic nitrile들에 대한 in vivo 실험 결과 SCN-으로의 대

사 속도는 n-ethyl과 n-propyl nitrile을 투여한 경우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1 또는 -2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거나, -carbon에 

치환기가 있을 경우 대사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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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또한 분자구조 내에 hydroxyl기가 있거나(특히 cyano기와 

hydroxyl기 사이에 2개 이상의 탄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질소원

자가 carbon chain 중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organic nitrile에 의한 치사

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위의 구조 차이에 따라 대사에 의한 CN-생성 속

도가 낮아짐에 따른 결과임을 예측할 수 있다(Saldaña-Ruíz et al., 

2012).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organic nitrile 분자 내에 황 이온이 있

는 경우, 또는 indolyl기가 있는 경우에는 CN-으로의 대사가 저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Organic nitrile에 대한 기존의 in vivo 연구를 살펴보

면 실험동물의 혈액과 소변에서 SCN-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Rao et al., 2013, Stern et al., 1952),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organic nitrile로부터의 직접적인 SCN-생성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예외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organic nitrile의 SCN-으로의 전환이 CN-의 생성을 통한 간접적인 결

과일 것으로 예측한 기존의 의견에 상응하는 결과이다(Stea, 1952). 

마지막으로 Organic thiocyanate의 주요 대사과정은 GST의 작용에 

의하여 CN-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deo et al., 1971). Alkyl 

thiocyanate를 대상으로 하여 mouse liver homogenate와 glutathione

을 처리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사속도는 alkyl chain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heptyl기에서 가장 빠른 CN-생성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deo et al., 1971). Table 2-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organic thiocyanate로부터 생성된 대부분의 CN-은 rhodanese의 

작용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organic 

thiocyanate의 대사에 있어서 CN-을 생성하는 대사경로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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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을 생성하는 비특이적인 경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의 경우에는 수용액 내에서 

자발적으로 SCN-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Figure 2-2) 

CN-으로 대사∙전환되는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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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이 

thyroid peroxidase의 활성 및 갑상선 

세포로의 요오드 유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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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  론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기초대사 속도를 높여주며, 단백질 합성이나 

골격형성, 그리고 신경계의 성숙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한다. 따라서 체

내 갑상선 호르몬의 운영체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비만이나 대사에 

관한 문제부터 갑상선, 신경계, 면역계, 골격과 같은 각종 신체기관의 기

능 저하 또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Calzà et al., 2010, Dedecjus et 

al., 2011, Lam et al., 2014, Mullur et al., 2014, Waung et al., 2012). 

체내 갑상선 호르몬 체계는 시상하부-뇌하수체-갑상선으로 구성된 일

련의 호르몬 조절 단계부터 세포 내에서의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반응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갑상선호르몬 합

성단계는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각각 갑상선 세포

의 basolateral membrane에 위치한 sodium/iodide symporter (NIS)

를 통하여 세포 내로 요오드가 유입되는 과정, 유입된 요오드가 

thyroglobulin의 tyrosyl기에 결합하는 과정(iodination), mono, 

diiodotyrosine 두 분자가 결합하여 triiodothyronine (T3)과 

thyroxine (T4)이 생성되는 과정(coupling)에 해당하며(Hadley et al., 

2006) 이 중 iodination, coupling 과정은 thyroid peroxidase (TPO)

의 작용으로 일어난다(Taurog et al., 1996). 현재까지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정을 저해하는 물질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어 왔으며, 일

례로 NIS를 통한 요오드 유입은 perchlorate, nitrate, 그리고 

thiocyanate (SCN-)와 같은 음이온에 의하여, TPO의 작용은 

methimazole, propylthiourea와 같은 약물들 또는 soy isoflavone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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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이성분 등에 의하여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nacchera et 

al., 2004, Ward et al., 2010, Wolff, 1998).  

갑상선의 기능저하에 관한 연구들 중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섭취한 동

물에서 갑상선의 무게 증가, 갑상선 내 요오드 함량의 감소, 조직학적 

변화, 혈중 갑상선 호르몬 감소와 같은 반갑상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Ahlin et al., 1993, Bourdon et al., 1990, Chandra et al., 

2006, Hercus et al., 1936, Wallig et al., 2002). 글루코시놀레이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갑상선 효과는 배당체 형태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자체

의 효과라기 보다는 주로 그 분해산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

서도 특히 SCN-와 goitrin (5b)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Astwood et al., 1949, Pesce et al., 2014, Schöne et al., 1997a). 

Goitrin (5b)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단계 중 TPO의 작용을 방해하고, 

SCN-은 요오드 유입과정과 TPO의 작용과정 모두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Gaitan et al., 

1983a, Langer et al., 1972).  

일부 연구들로부터 이 두 물질 이외의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

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갑상선 영향에 대하여 보고되어 왔다. 

Glucocheirolin의 분해산물인 3-methylsulphonylpropyl 

isothiocyanate(ITC))를 단회 투여한 랫드에서 3시간 후 갑상선의 요

오드 유입량이 85% 감소하였으며, n-propyl ITC의 경우 60%의 요오

드 유입이 감소하였다(Bachelard et al., 1963). 또한 21일 간 sinigrin

의 분해산물인 allyl ITC를 투여한 랫드에서 유의적인 갑상선 크기의 증

가와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하가 관찰되었으며(LANGE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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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간 각각 progoitrin, sinalbin, glucoiberin의 분해산물인 2-

hydroxy-3-butenyl cyanide, p-hydroxyphenylacetonitrile, 3-

methylsulphinylpropyl ITC를 투여한 랫드에서 갑상선 크기가 증가하

였고(Nishie et al., 1980), phenyl, benzyl ITC를 투여한 랫드에서는 혈

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Okulicz et 

al., 2013, Speijers et al., 1985).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산

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각 분해산물이 나타내는 

반갑상선 영향에 대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분자구조를 고려하여 갑상선 호르몬 체계의 각 단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물질의 갑상선 호르몬 체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end point를 활용한 다양한 in vitro 시험법들이 사용되

고 있으며, 이 중 적어도 두 종류의 in vitro bioassay battery를 통하여 

기전을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Murk et al., 2013). 이에 이번 장에서는 

FRTL-5 세포(rat thyroid epithelial cells)를 사용하여 NIS를 통한 요

오드 유입량 및 세포 외로의 요오드 유출속도 변화를 측정하고, porcine 

TPO의 활성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이 갑상선 

호르몬의 각 생성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위 실험결과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각 단계에 영향을 주는 분해산물이 

있을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랫드를 사용한 in vivo 급성 호르몬 변화 

및 TPO활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용기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0종류의 곁 사슬 구조를 갖는 organic nitrile, organic ITC, 

organic thiocyanate를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로서 시험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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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선정하였다. 이는 2장에서 수행한 연구의 시험대상물질과 동일하나

(Table 2-1), 이번 장에서는 indole-3-carbinol (I3C)과 SCN-을 추

가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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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재료 및 방법 

 

3.2.1. 시약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sigma H1387), Coon’s 

modified Ham’s F-12 nutrient mixture (F6636, sigma),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insulin, transferrin, hydrocortisone, 

somatostatin, glycyl-L-histidyl-L-lysine acetate,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3-isobutyl-1-methylxanthine (IMX), D-glucose, sucrose, sodium 

chloride, trizma base, guaiacol, sodium iodide, tellurium, 2,3,4,5,6-

pentafluorobenzyl bromide (PFB-Br), tetrabutylammonium sulfate 

(TBAS, 50% w/w solution in water), sodium tetraborate,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L-glutathione, N-

phenylthiourea, triton X-100, pronase (protease from 

Streptomyces griseus)는 Sigma에서 구입하였다. Antibiotic-

antimycotic solution, FBS, 4-(2-hydroxyethyl)-1-

piperazineethanesulfonic acid(HEPES) solution은 Gibco 

(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였고, 30% (w/w) hydrogen 

peroxide solution은 Merck (Darmstadt, Germany), ethylacetate는 

Fisher Scientific (Fair lawn, NJ, USA), bovine serum albumin은 바이

오세상 (경기도, 한국)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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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TPO 활성변화 측정 

 

갓 도축한 돼지의 갑상선 조직을 1%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 3.5 g/L D-glucose, 0.5 g/L BSA 포함한 HBSS에 넣어 운반

하였고, 얼음을 사용하여 저온상태를 유지하였다. 운반된 갑상선 조직은 

액체질소로 냉각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보관하였

다. 4℃에서 해동한 갑상선 조직을 가위로 잘게 저민 뒤 조직 질량의 5

배에 해당하는 1.15 M KCl, 0.1 mM KI 수용액을 넣은 뒤 100 x g에서 

1분 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제거하였다(3회 반복). 다시 같은 부피

의 0.25 M sucrose, 0.1 mM KI로 1회 더 반복한 뒤 homogenizer 

(T18 basic, IKA Works Inc., Wilmington, NC, USA)를 사용하여 

5,000 rpm으로 조직을 균질화하였다. 균질액을 거즈로 거른 뒤 4,000 

x g에서 20분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고, 상층액은 다시 

100,000 x g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여 침전층 (microsome)을 회

수하였다. 침전층에 1 M NaCl, 0.1 mM KI를 포함한 10 mM Tris-HCl 

(pH 7.4)용액을 넣고 침전을 풀어주었다. Microsome 용액의 농도는 10 

mg protein/ml로 맞추었으며, 액체질소로 동결 후 -80℃에서 보관하였

다. 모든 조작 시 얼음을 사용하여 저온상태를 유지하였고 원심분리는 

4℃에서 수행하였다.  

Chang 외(Chang et al., 2000)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각 글루코시

놀레이트 분해산물 처리에 따른 TPO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TPO의 기

질로서 1 mM guaiacol을 사용하였고 0.5 mg protein/ml microsome 용

액, 2 mM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dimethylsulfoxide(DMSO)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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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첨가하였으며 DMSO의 최종 농도는 1%로 하였다), 0.17 mM H2O2

와 함께 37℃의 100 mM phosphate buffer에서 반응시켰다. TPO에 의

한 guaiacol의 산화반응은 반응용액에 H2O2를 가하는 순간부터 10분 

간 470 nm에서의 흡광도로 측정∙기록하였고 모든 시험은 3번 반복 수

행하였다.  

위 실험 결과 TPO의 활성 저해특성을 나타내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

해산물을 대상으로 0.44, 0.67, 1.00 mM의 guaiacol과 함께 0, 0.5, 1, 

2 mM의 분해산물을 처리하여 TPO 활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

과로부터 inhibition constant(Ki)를 도출하였다. 단, 저해 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goitrin (5b)과 sulforaphane (7b)은 각각 100 μM, 4 

mM 이하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또한 각 분해산물에 의한 TPO의 비가역적인 불활성화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하여 10 mg protein/ml microsome 용액에 각각 1, 10 mM의 분

해산물과 4.25 mM H2O2를 가하여 37℃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뒤 남아

있는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Divi et al., 1996). 반응액은 100 mM 

phosphate buffer로 100배 희석한 뒤 측정에 사용하였으며, 33 mM 

guaiacol을 사용하였다. Guaiacol과의 경쟁적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효소활성 저해와의 비교를 위하여 같은 농도의 분해산물을 10분 간의 

반응 없이 첨가하였을 때의 활성을 함께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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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갑상선 세포주 FRTL-5를 사용한 세포 내 요오드 유입량 

측정 

 

갑상선 세포주인 FRTL-5는 서울아산병원 김원배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Coon’s modified Ham’s F-12배지에 5% FBS, 1% 

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과 이하 6 종류의 호르몬을 첨가하여 

세포 배양에 사용하였다; 1 mU/ml TSH, 10 μg/ml insulin, 5 μg/ml 

transferrin, 10 nM hydrocortisone, 10 ng/ml somatostatin, 10 ng/ml 

glycyl-L-histidyl-L-lysine acetate(6H 배지). 세포는 37℃, 5% 

CO2 조건이 유지되는 배양기 (MCO-18 AIC, Sanyo, Osaka, Japan)안

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지는 2일 마다 교체하였고 4일 마다 계대 배양을 

수행하였다(split ratio 1:4). 모든 시험에는 passage number 20 이하의 

세포만 사용하였다.  

FRTL-5 세포에 대한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FRTL-5 세포를 5 x 104 

cells/cm2의 농도로 96 well 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분주

하였다. 2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1, 

10, 100, 1000 μM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2시간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5 mg/ml의 MTT 시약을 100 μl/well씩 처리한 뒤 빛을 차단하여 배양

하였다. 3시간 후 MTT 시약을 제거하고 100 μl의 DMSO를 가하여 

30분 간 세포를 용해시킨 뒤 5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2회 반복 수행하였다.  

FRTL-5 세포를 사용한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시험은 Amb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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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iombato에 의하여 고안된 방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Ambesi-

Impiombato, 1986). FRTL-5 세포를 5 x 104 cells/cm2의 농도로 24 

well 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분주하였다. 6H 배지에서 2일 

간 배양한 후 TSH를 제거한 배지로 교환하여 4일 간 배양하였다. 다시 

5 μM IMX를 첨가한 6H 배지로 교환하고 36~48시간 내에 아래와 같

이 요오드 유입시험을 수행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10 mM HEPES를 첨가한 HBSS (HHBS)로 세포를 

2회 씻어낸 뒤 각각 10, 100 μM 농도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과 

함께 10 μM의 NaI를 포함한 HHBS를 0.5 ml/well씩 처리하였다. 30

분 간 배양한 후 반응액을 제거하고 4℃의 HHBS로 2회 씻어주었다. 내

부표준물질로서의 0.5 ppm tellurium을 포함한 0.1 N HCl을 200 μ

l/well씩 처리하고 20분 후 각 용액을 15 ml 원심분리 튜브에 옮겨 담

았다. 14,000 x g에서 5분 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10 μl를 취하여 

protein assay를 수행하였다. 남은 용액에 1 ml의 70% 질산을 가하여 

상온에서 6시간 방치한 후 30% H2O2를 600 μl씩 가하여 85℃에서 2

시간 동안 가열∙분해하였다. 분해액을 상온으로 냉각한 뒤 syringe filter 

(GF/F, pore size 0.7 μm, 25 mm diameter; Whatman, Maidstone, 

UK)로 부유물을 제거하였다. 세포 분해액 내의 요오드 함량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 Varian 

820-MS, Varian, Mulgrave, Austraila; 125Te, 127I)로 측정하였고

(Ashoka et al., 2009, Shah et al., 2005) 측정값은 protein assay 결과

로 보정하였다. 모든 시험은 3회씩 반복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이 FRTL-5 세포 내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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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요오드가 세포 외로 유출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10 μM의 NaI를 포함한 HHBS를 0.5 ml/well씩 먼저 처리하여 30분 

간 세포 내로 유입시킨 뒤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과 1 mM 

sodium perchlorate를 함께 처리하여 10분 뒤 배양액을 제거하고 세포 

내 남아있는 요오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 외 모든 작업은 요오드 유입

시험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위 실험 결과 FRTL-5 세포의 요오드 유입량을 저해하는 글루코시

놀레이트 분해산물을 대상으로 100 μM의 분해산물을 각각 10, 100, 

500 μM의 요오드와 함께 배양하여 요오드에 의한 경쟁적 작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초기단계의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 내 요오드 유입량 변화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내 Ca2+을 측정하였다.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

물의 처리에 따른 세포 내 Ca2+ 변화는 측정키트 공급처에서 제공하는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였다(Fluo-8 medium removal calcium assay kit; 

Abcam, Cambridge, UK). FRTL-5 세포를 5 x 104 cells/cm2의 농도

로 black-wall 96 well plate (Corning, Corning, NY, USA)에 분주하였

다. 2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10, 100 μM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

산물을 포함한 HHBS를 10, 30, 60, 120분 간 처리하였다. Fluo-8은 

40분 간 처리하였으며, 배양 세포 내에서 Fluo-8과 Ca2+의 결합에 의

해 발생하는 형광의 세기는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FLx 

800;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로 측정하였다

(excitation/emission은 각각 490/525 nm의 파장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험은 3회씩 반복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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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투여한 랫드에서의 대사와 갑

상선 조직 내 TPO 활성 및 갑상선 호르몬 변화 측정 

 

이하 수행된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SNU-140217-1-1). 생후 8주령 F344 rat을 오리엔트 바

이오(Orient Bio Inc., Gyeonggi-Do,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시설(Seoul, Korea)에서 사육하였으

며 사육실은 22 ± 2℃, 습도 50 ± 5% 하에서 일반적인 낮/밤 주기를 

유지하였고 물과 사료는 자유 섭취 시켰다. 각 군당 3마리씩 배치하였으

며 투여 전 4시간 동안 절식하였다. 각 물질은 한 마리 당 50 μmol씩 

경구투여하였으며 용해도에 따라 corn oil 또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경우 corn oil 또는 물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투여 후 14시간 

동안 소변을 채취하였고, CO2 가스에 의한 흡입마취 후 희생하여 혈액과 

갑상선을 채취하였다. 갑상선은 채취 후 바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동결

하였으며 혈액은 SST tube (BD vacutainer; BD, Franklin lakes, NJ, 

USA)에 넣어 얼음에 꽂아둔 상태로 1시간 후 3,400 x g, 4℃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갑상선과 분리한 혈청, 소변은 

분석 전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혈청과 뇨의 SCN-, CN-은 PFB-Br와의 결합을 통한 유도화 반응을 

거쳐 GC-MS로 분석하였다(Bhandari et al., 2012, Paul et al., 2006). 

20 mM PFB-Br는 ethyl acetate에 용해하였고 10 mM TBAS는 

sodium borate 포화용액(pH9,2)에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표준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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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thiocyanate와 potassium cyanide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각 200 μl의 시료에 300 μl의 PFB-Br용액과 800 μl의 TBAS 용액

을 넣고 2분 간 vortex로 교반한 뒤 60℃의 항온수조에서 30분 간 반

응하였다. 반응 후 얼음을 사용하여 냉각한 뒤 14,000 x g, 4℃에서 10

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취하여 sodium sulfate로 탈수한 뒤 

GC-MS (Clarus 680/600T; Perkin-Elmer, Norwalk, Connecticut, 

USA)로 분석하였다. Capillary column은 J&W Scientific사(Folsom, 

CA, USA)의 DB-5MS (30 m × 0.25 mm i.d., 0.25-μm film 

thickness)를 사용하였고 주입구의 온도는 210℃ 로 하였으며 1 μl씩 

주입하였다. 초기 오븐의 온도는 40℃로 설정하고 2분 간 유지하였다. 

오븐의 온도는 15℃/min의 속도로 300℃까지 높인 뒤 3분 간 유지하였

다. 각 이온의 유도체인 PFB-SCN과 PFB-CN은 각각 m/z 207, 181

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혈청과 뇨에 남아 있는 투여한 각 분해산물은 각 시료를 ethyl 

acetate로 1:1 (v:v)로 추출한 뒤 PFB 유도체 분석과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하였다. 2-Hydroxy-3-butenyl cyanide (5a), 3-

indoleacetonitrile (10a), allyl ITC (4b), goitrin (5b), 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 benzyl thiocyanate (8c)에 대하여 각

각 m/z 57, 155, 99, 129, 91, 91, 91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갑상선 조직에 300 μl의 0.25 M sucrose, 0.1 mM KI 수용액을 가

한 뒤 조직파쇄기 (Tissue lyser II; Qiagen, Hilden, Germany)에서 25 

Hz, 4℃에서 60초 동안 조직을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조직으로부터 

3.2.2에서와 동일한 과정으로 microsome 용액을 얻어 TPO의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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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측정값은 protein assay의 결과로 보정하였다.  

Kunisue 외(Kunisue et al., 2010)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갑상선 

조직 내 T3, T4를 분석하였다. 단백질 분해 용액은 1.21 g 

tris(hyddroxymethyl)aminomethane, 153.65 mg L-glutathione, 

42.55 mg N-phenylthiourea, 1%의 triton X-100을 넣은 완충용액

(pH 7.8) 100 ml에 pronase를 75 mg/ml의 농도로 더하여 제조하였다. 

3.2.9.에서 얻은 균질화한 갑상선 조직의 세포질 분획 200 μl를 

ultrafiltration device (Amicon ultra, 3 kDa molecular weight cut-off; 

Millipore Corp., Billerica, MA, USA)에 옮겨 담고 14,000 x g, 15℃에

서 5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 용액에 200 μl의 분해용액

을 더한 뒤 37℃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위의 분해액에 600 μl

의 에탄올을 더하여 vortex로 교반한 뒤 -20℃에서 하룻밤 동안 정치

하였다. 14,000 x g, 4℃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150 μl

로 감압 원심농축하여(Scanspeed 40; LaboGene Aps., Denmark) LC-

MS (Thermo-Finnigan Surveyor instrument/Thermo-Finnigan LCQ 

Deca XP Plus ion trap mass spectrometer (electrospray ionization 

interface); Thermo Scientific, San Jose, USA)로 분석하였다. Inno 

column C18 (2.0 I.D. x 100 mm, particle size 3 μm, 120Å; Youngjin 

Biochrom co.Ltd., Seongnam,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0.1% 

formic acid를 첨가한 물(용매 A)과 0.1% formic acid를 첨가한 

acetonitrile(용매 B)을 사용하였다. 10%의 용매 B에서 시작하여 14분 

후 90%의 용매 B가 되도록 용리하였고 1분 간 지속하였다. 1분 뒤 다

시 10%의 용매 B가 되도록 용리하였으며 이를 4분 간 지속하였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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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속도는 200 μl/min로 유지하였다. 측정값은 protein assay의 결과로 

보정하였다.  

 

3.2.5. 통계분석 

 

각 시험 결과는 반복 측정값의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는 student’s t-test에 준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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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  과 

 

3.3.1.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의한 TPO의 활성 변화 

 

TPO는 갑상선호르몬 생성 과정 중 요오드가 tyrosine 잔기에 결합

되는 과정과 요오드화 된 tyrosine 두 분자를 결합시키는 과정에 관여

함으로써 실제적인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이다. 본 연구에

서는 돼지 갑상선의 microsome 분획에 24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

산물을 처리하여 각 분해산물이 TPO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1 mM guaiacol을 TPO의 기질로 사용하여 2 mM의 글루코

시놀레이트 분해산물과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소활성을 측정

한 결과 2-hydroxy-3-butenyl cyanide (5a), 3-indoleacetonitrile 

(10a), goitrin (5b),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I3C, 그리

고 SCN-에 의하여 TPO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3-1). 이들을 처리한 경우 위의 실험 조건에서 각각 대조군 

대비 38.1, 41.0, 1.9, 75.8, 17.5, 17.7%의 활성을 보였다.  

 위 분해산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도의 guaiacol (0.44, 0.67, 1 

mM) 및 분해산물을 처리한 경우의 TPO 활성변화를 측정하였으며

(Figure 3-2), 이로부터 도출한 Ki값은 Table 3-1에 나타내었다. 

Sulforaphane (7b)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조군 대

비 약 12%의 TPO활성이 감소되어 함께 측정하였다. Goitrin (5b)에 대

하여 약 62 μM의 Ki값이 도출되어 본 연구에 포함된 24종의 글루코시

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가장 강한 TPO 활성저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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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ffect of various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2 mM) on the thyroid peroxidase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yroid peroxidase were measured through the oxidation of 1 mM guaia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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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ixon plots showing the inhibition of thyroid peroxidase activity by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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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alculated inhibition constant (Ki) for the thyroid 

peroxidase by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and their relative 

potency to goitrin. 

 

 Compounds Ki (mM) 

Relative 

potency to 

goitrin (%)

Goitrin (5b) 0.062 100 

Indole-3-carbinol 0.47 13.2 

SCN- 0.54 11.5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0.92 6.7 

2-Hydroxy-3-butenyl 

cyanide (5a) 
1.5 4.1 

3-Indoleacetonitrile (10a) 1.7 3.7 

Sulforaphane (7b) 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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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외 6종류의 분해산물들의 경우 goitrin (5b)대비 약 

3.2~13.2%의 TPO 활성저해 효과를 나타내어 비교적 약한 저해물질임

을 알 수 있었다.  

위의 TPO 효소활성 측정은 기질인 guaiacol과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그리고 H2O2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

문에 활성저해효과가 기질과의 경쟁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지 또는 비가

역적인 효소 불활성화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위의 물질들을 대상으로 microsomal TPO와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그리고 H2O2를 먼저 10분 간 반응시킨 뒤 남아있는 효소활성

을 측정함으로써 비가역적인 효소 불활성화 여부를 알아보았다. 같은 조

건에서 10분 간 반응시키지 않은 TPO에 분해산물을 처리하였을 때의 

효소활성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였다(Figure 3-3). 시험에 사용한 7종

류의 분해산물 중 goitrin (5b)을 1, 5, 10 mM로 처리하여 TPO와 반응

시킨 경우 대조군 대비 각각 82.3, 64.3, 51.0%로 효소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10분 간 먼저 반응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조군 대비 각각 95.1, 81.4, 76.6%의 효소활성이 측정

되었으며, 5, 10 mM의 goitrin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goitrin의 경우에는 약 5 mM 이상의 농도 하에서 TPO의 비가

역적인 효소 불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조건(1, 

10mM) 하에서 goitrin을 제외하고 6종류의 분해산물에 의한 TPO의 

비가역적인 불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Figure 3-1에서 나타

난 각 분해산물의 TPO 활성 저해효과는 기질과의 경쟁적 작용으로 인

한 가역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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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Inactivation of thyroid peroxidase by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The residual 

enzyme activity was measured after 10 min (  ) or no pre-incubation (  ) with each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 and 33 mM guaia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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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갑상선 세포(FRTL-5)에 대

한 세포사멸효과(MTT assay) 

 

FRTL-5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 변화를 측정하기에 앞서 각 글

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처리에 따른 FRTL-5 세포의 생존률을 측

정하였다(Figure 3-4). Organic nitrile과 organic thiocyanate의 경우 

1 mM의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3-indoleacetonitrile 

(10a), benzyl thiocyanate (8c)를 처리한 경우에 세포 생존률이 낮아

진 것을 제외하면 모든 처리군에서 세포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Organic ITC의 경우 고리화 된 구조인 goitrin과 작용기가 제거된 구조

인 indole-3-carbinol의 경우 1 mM에서도 세포 생존률에 영향이 없었

다. 반면 ethyl ITC (1b), allyl ITC (4b), L-sulforaphane (7b)는 100 

μM 이하, propyl ITC (2b, butyl ITC (3b), erucin (6b)는 10 μM이

하, 2-phenylethyl ITC (9b)는 1 μM이하에서 세포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benzyl ITC (8b)는 처리한 모든 농도에서 세포 생존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CN-과 갑상선 세포의 요오드 유입 시험

에 positive control로 사용할 ClO4
-의 경우에는 1 mM이하에서 세포 생

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세포를 사용한 시험에서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에서는 FRTL-5 세포에 10 μM의 요오드와 함

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처리할 경우 있을지 모를 경쟁적인 유

입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높은 농도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

였다. 또한 25종류의 처리물질에 의한 효과를 같은 농도조건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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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ell viability of FRTL-5 cells measured by MTT assay 

after 2 h treatment of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A, organic 

nitriles; B, organic isothiocyanates; C, organic thiocya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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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10, 100 μM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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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의한 갑상선 세포(FRTL-5)

의 요오드 유입량 변화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이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과

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갑상선 세포주인 FRTL-5에 24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각각 10, 100 μM씩 처리한 뒤 

세포 내로 유입된 요오드의 양을 측정하였다(Figure 3-5). 측정 결과, 

100 μM의 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을 처리한 군에서 대조군 대비 각

각 56.6, 63.4, 77.6%로 나타나 유의적인 요오드 유입량 감소가 관찰되

었다. SCN- 역시 100 μM를 처리한 경우 FRTL-5 세포 내로의 요오

드 유입량이 대조군 대비 39.1%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위의 물질 

모두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갑상선 세포 내에 유입된 요오드가 세포 외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처리에 따른 요오드 유출 속도에 변화가 있

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미리 요오드를 유입시킨 FRTL-5 세포에 각 

물질과 1 mM의 sodium perchlorate를 처리한 뒤 세포 내 남아있는 요

오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24 종류의 글루코

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의한 세포 외로의 요오드 유출속도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위 분해산물들(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SCN-)의 처리에 따라 나타나는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 저하효과에 있어서 요오드 이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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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ffect of various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on the iodide uptake by FRTL-5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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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0 μM의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보다 높은 농도의 요오드 이온과 함께 배양한 뒤 요오드 유

입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ure 3-6). Benzyl thiocyanate (8c)의 경

우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 실험에서 처리한 농도에서 주목할만

한 저해효과가 관찰되어 실험에 포함하였다. 5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SCN-과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에 의한 

요오드 유입저해 효과는 고농도의 요오드(100, 500 μM)를 처리해 줌

으로써 회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는 수용액 내에서 자발적으로 분해되어 SCN-을 생성

하므로 TPO의 활성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SCN-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 

그리고 benzyl thiocyanate (8c)의 경우에는 각각 저해된 수준에는 차

이가 있으나 모두 고농도의 요오드 처리에 따른 요오드 유입저해에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3종류의 분해산물의 처리에 의하여 나타

나는 갑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 저하효과는 요오드와의 경쟁적

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오드와 경쟁적 작용을 보이지 않은 위 세 물질에 대하여 세포독성

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효과일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10, 

100 μM의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FRTL-5 세포에 처리한 

뒤 2시간 동안의 세포 내 칼슘이온 변화를 측정하였다(Figure 3-7). 먼

저 100 μM의 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을 처리한 

FRTL-5 세포의 경우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포 내 칼슘이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ITC의 경우 necrosis로 인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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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Effect of various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100 μM; SC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benzyl 

isothiocyanate, 8b; benzyl thiocyanate, 8c; 2-phenylethyl 

isothiocyanate, 9b) on the iodide uptake by FRTL-5 cells at 

different iodid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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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Intracellular calcium level in FRTL-5 cells after 

treatment of 10 (A) and 100 μM (B)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SC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benzyl 

isothiocyanate, 8b; benzyl thiocyanate, 8c; 2-phenylethyl 

isothiocyanate,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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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불균형으로 비특이적인 요오드 유입 감소 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Benzyl thiocyanate (8c)의 경우에는 100 μM을 처리하였을 

때 위의 두 ITC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 

내 칼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특이적인 이온채널 기

능의 불균형으로 인한 요오드의 유입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러나 10 μM의 분해산물을 처리한 경우나 butyl ITC (3b) 또는 erucin 

 (6b) 등 100 μM에서 세포 생존률의 저하를 일으킨 다른 분해산물들

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세포 내 칼슘이온의 변화를 통하여 요오드 

유입 저해와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benzyl thiocyanate (8c)의 경우 요오드 비의존적인 또 다

른 요오드 유입 저해기전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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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투여한 랫드의 혈청과 뇨에서

의 대사물 측정  

 

본 연구 결과 in vitro 시험으로부터 TPO의 활성과 갑상선 세포의 요

오드 유입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물질 중 2-hydroxy-3-

butenyl cyanide (5a), 3-indoleacetonitrile (10a), goitrin (5b), 

benzyl ITC (8b), 2-phenylethyl ITC (9b), benzyl thiocyanate (8c), 

IC3, SCN-을 대상으로 F344 랫드를 사용한 in vivo 시험을 수행하였다. 

Allyl ITC (4b)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in vitro 실험법을 통해서는 저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존의 in vivo 실험(LANGER, 1966)에서 

혈중 갑상선호르몬 농도의 저하가 관찰된 바 있으므로 시험대상물질에 

포함하였다. 본 실험은 in vitro 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갑상선 호르

몬 생성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TSH의 변화에 따

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회 투여에 의한 급성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위 연구에 의하면 21일 간 1 mg의 SCN-과, SCN-의 

1/20에 해당하는 농도의 goitrin (5b)을 투여한 결과 유사한 정도의 혈

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in vivo 상에

서 goitrin이 SCN-보다 강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SCN-과 유사한 작용기전을 갖는 perchlorate 음이온을 대

상으로 한 아래의 단회투여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투여 시간을 결정하였

다. Kunisue 외(Kunisue et al.,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잘 알려진 갑상

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인 perchlorate 음이온을 음용수를 통하여 100 

μmol/kg b.w.로 섭취한 랫드에서 24시간 후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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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 함량을 측정한 결과 T3, T4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한 Yu 외(Yu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30 μmol/kg b.w.의 

perchlorate를 단회 정맥투여 한 결과 T4의 경우 24시간 후 가장 낮은 

혈중농도를 보인 뒤 점차 회복되었으며, T3의 경우 12시간 후 가장 낮

은 혈중농도를 보인 뒤 점차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투여 후 14시간 뒤 샘플

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투여농도는 50 μmol/rat으로 결정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 추정량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농도이다(Table 1-2). 

먼저 in vivo 상에서 나타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효과에 

있어 체내 대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SCN-으로서의 영향을 함께 고

려하고자 혈청과 뇨의 SCN-을 측정하였으며 SCN-의 전구물질인 CN-

도 함께 측정하였다(Table 3-2). 9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allyl ITC (4b), benzyl thiocyanate (8c), 3-indoleacetonitrile 

(10a)의 경우 SCN-을 투여한 랫드에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혈중 SCN-이 측정되었다. 이 중 benzyl thiocyanate (8c)를 투여한 랫

드의 경우 SCN-을 투여한 랫드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SCN-이 소변으로 

배출된 반면, allyl ITC (4b), 3-indoleacetonitrile (10a)의 경우 SCN-

을 투여한 랫드 대비 약 10% 이하의 SCN-이 소변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benzyl thiocyanate (8c)와는 SCN-으로의 대사속도와 그 정도

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N-의 경우 3-indoleacetonitrile (10a)

을 투여한 군의 혈청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변 

내의 농도는 3-indoleacetonitrile (10a)과 benzyl thiocyanate (8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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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concentration of SCN-, CN- in serum and urine of 

F344 rat 14 hour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50 μmol/ra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Compounds 
SCN- CN- 

Serum (μM) Urine (μmol) Serum (μM) Urine (μmol) 

Control 49.82±24.75 0.59±1.34 0.34±0.13 0.01±0.03 

2-Hydroxy-3-butenyl 

cyanide (5a) 

74.66±10.73 0.14±0.20 0.19±0.15 0.01±0.01 

3-Indoleacetonitrile 

(10a) 

241.71±37.66*** 2.61±1.12** 0.80±0.17** 0.05±0.01* 

Allyl ITC (4b) 186.17±11.93*** 0.41±0.13** 1.09±0.86 0.01±0.01 

Goitrin (5b) 39.43±6.04 0.64±0.29** 0.10±0.05* 0.01±0.01 

Benzyl ITC (8b) 36.94±6.92 0.36±0.11** 0.09±0.11* 0.01±0.01 

2-Phenylethyl ITC 

(9b) 

35.82±12.00 0.04±0.05 0.37±0.37 0.01±0.01 

Benzyl thiocyanate 

(8c) 

226.35±39.37*** 25.61±5.51*** 0.43±0.04 0.23±0.02*** 

Indole-3-carbinol 31.49±11.64 ND 0.11±0.08* ND 

SCN- 151.69±37.00** 22.81±7.93** 0.45±0.07 0.6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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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 혈중 및 뇨에서 측정된 CN-은 SCN-과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체내에서 생성되는 CN-은 

대부분 SCN-으로 전환되어 잔류량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분해산물을 투여한 랫드의 혈청과 뇨 중의 투여물질 잔류량을 측

정한 결과 organic nitrile, organic thiocyanate는 투여 14시간 후 혈액 

내에 존재하지 않은 반면 goitrin (5b)을 포함한 organic ITC는 혈액 내

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대사∙배출 속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3-3). 특히 goitrin의 경우 benzyl, 2-

phenylethyl ITC (8b, 9b)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혈중 농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분해산물 자체적인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작용이 다른 물질에 비하여 비교적 오래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소변에서는 indole-3-carbinol을 제외하고는 투여농도 

대비 약 3% 이내의 각 글루코시놀이트 분해산물이 배출되었다. 이 중 

Benzyl thiocyanate (8c)의 경우에는 해당물질 자체로서는 혈액과 뇨 

중에서 잔류량이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뇨에서 benzyl ITC (8b)의 형태

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nzyl ITC (8b)를 투여한 경우의 

약 10% 가량에 해당하는데 생체 내에서의 이성질화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와 종합해 보았을 때 benzyl thiocyanate (8c)는 생

체 내에서 해당물질 자체적인 효과보다도 생체 내 전환에 의해 생성되는 

SCN-과 benzyl ITC로서의 효과에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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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The concentration of the unmetabolized compounds 

remaining in serum and urine of F344 rat 14 hour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50 μmol/ra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Compounds Serum (μM) Urine (μmol) 

Control ND ND 

2-Hydroxy-3-butenyl cyanide (5a) ND 0.55 ± 0.21 

3-Indoleacetonitrile (10a) ND 0.01 ± 0.00 

Allyl ITC (4b) ND 0.45 ± 0.40 

Goitrin (5b) 11.32 ± 8.17 0.99 ± 0.60 

Benzyl ITC (8b) 0.11 ± 0.02 1.53 ± 0.47 

2-Phenylethyl ITC (9b) 0.78 ± 0.64 0.74 ± 0.17 

Benzyl thiocyanate (8c) ND 0.15 ± 0.11a 

Indole-3-carbinol  ND ND 
a as benzyl ITC. Benzyl thiocyanate was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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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분해산물을 투여한 랫드의 TPO 활성 변화 

 

본 연구 3.3.1에서는 돼지 갑상선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TPO와 다양

한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과의 경쟁적 또는 비가역적 불활성화에 따

른 효소활성 저해를 in vitro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별개로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투여햔 랫드에서 in vivo 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갑상선 조직으로부터 얻은 TPO의 활성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50 μmol/랫드의 농도로 단회 경구 투여한 

뒤 14시간 후 채취한 갑상선 조직 내의 TPO활성을 측정한 결과 

goitrin (5b), allyl ITC (4b), benzyl ITC (8b)를 투여한 경우 대조군 

대비 각각 84.5, 92.8, 89.3 %의 활성을 보여 다른 군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군에서 대조군과의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ur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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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he change of thyroid peroxidase activity in F344 rat 

thyroid 14 hour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50 μmol/ra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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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분해산물을 투여한 랫드의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르몬

(T3, T4) 변화 

 

본 연구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을 랫드에 단회 투여 후 

14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노출하였기 때문에 혈중 호르몬 농도보다 먼

저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갑상선 조직 

내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였다(Tietge et al., 2010)(Figure 

3-9). 측정 결과 T3와 T4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goitrin (5b)을 투여한 랫드의 갑상선 조직 내 T3, T4가 대조군 

대비 각각 53.0, 53.7%로 나타나 투여한 분해산물 중 goitrin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CN-을 투여한 군의 갑상선 조직 내 T3가 대조군 대비 77.2%로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외에는 유의적인 갑상선 호르몬 양의 감소를 나타

내는 물질은 없었으나 allyl ITC (4b), benzyl SCN (8c), 3-

indoleacetonitrile (10a)의 경우 대조군 대비 각각 78.2, 80.5, 80.6%

의 T3와, 88.8, 84.3, 76.2%의 T4가 측정되어 SCN-을 투여한 경우

(77.2%의 T3, 87.8%의 T4)와 유사한 수준의 갑상선 호르몬 측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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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he change of triiodothyronine (T3, A), thyroxine (T4, 

B) level in F344 rat thyroid 14 hour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50 μmol/ra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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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즉 organic nitrile, 

organic ITCs, organic thiocyanate, 그리고 SCN-이 갑상선호르몬 생성

과정 중 TPO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사한 연구 

중 Chandra 외(Chandra et al., 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의 유채속 식물(brassica) 추출물을 처리하여 in vitro 

microsomal TPO 활성을 측정한 결과 최고 90.12%의 저해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에서는 유채속 식물의 TPO활성 저해효과

는 추출물 내의 SCN-과 ITC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CN-은 유사 할로겐 이온(pseudohalide)으로서 TPO의 작용에 있어 

요오드와 경쟁적인 기질로 사용되어 hypothiocyanous acid로 전환되는

데, SCN-의 TPO 활성 저해효과는 이미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잘 알

려져 있고(Chandler et al., 2012, HOSOYA, 1963) ITC의 경우 아미노

산과 결합하여 thiourea 유사물질인 thiohydantoin 유도체를 형성함으

로써 TPO 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Langer et al., 1964). 

또한 ITC의 경우 장내에서 해당 thiourea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Bachelard 외(Bachelard et al., 1963)에 의하여 각 물질의 반갑상선 

효과의 차이에 대해 연구된 바 있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n-propyl 

ITC를 투여한 랫드에서의 반갑상선 효과는 해당 thiourea를 투여한 경

우와 유사한 반면 3-methylsulphonylpropyl ITC를 투여한 랫드에서는 

해당 thiourea를 투여한 경우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thiourea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서가 아닌, ITC가 갖는 또 다른 반갑상선 기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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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을 짐작케 하며, 또한 다양한 분자구조를 갖는 ITC에 대한 개별

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각 분해산물 섭

취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체내 반응에 따른 구조 변화 요인을 배제하고 

분해산물의 자체적인 TPO 저해효과를 in vitro 시험으로 확인하고자 하

였으나 ITC 작용기에 의한 직접적인 TPO의 활성 저해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organic nitrile, organic thicycanate에서도 역시 작용기에 따

른 효과가 아닌 각 물질의 개별적인 특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TPO 활성 저해효과를 보인 물질들은 progoitrin, 

glucobrassicin, glucoerucin, glucoraphanin의 분해산물들에 해당하며

(Table 2-1) 이들 모두 십자화과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글루코시놀

레이트이다(Cartea et al., 2008b). Chandra 외(Chandra et al., 2004)

의 연구에서 사용한 콜리플라워, 양배추, turnip(순무), radish(무) 역시 

위 4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하는데(양배추의 glucoerucin, 무

의 glucoraphanin 제외), 이들의 합이 각각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약 

38.7, 25.8, 40.4, 15.5%에 해당하며 위 실험조건 상 농도로 환산해보면 

대략 0.3~1.3 μM에 해당하는 농도로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

다. (Table 1-2, (Zhang et al., 2008)). 이 중 콜리플라워는 

glucobrassicin(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중 약 28%) > progoitrin(약 7%) 

> glucoerucin(약 3%) > glucoraphanin(약 1%) 순으로 개별 글루코시

놀레이트 함량에 차이가 있으며 양배추도 이와 동일하다. 순무의 경우 

progoitrin이 약 32%로 가장 많으며 이 외 3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는 각각 2~5% 수준에 해당한다. 무는 glucoraphanin을 제외한 나머지 

3 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각각 5%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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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 pH에서 progoitrin은 대부

분 2-hydroxy-3-butenyl cyanide (5a)와 epithionitrile로 전환되었

으며 소량의 goitrin (5b)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glucobrassicin의 경우 대부분이 indole-3-acetonitrile (10a)로 전환

되며 소량의 indole-3-carbinol이 생성되었다. Glucoerucin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glucoraphasatin의 경우 해당 ITC로 주로 분해∙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1 mM 안팎의 농도에 비

해서는 낮은 농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Chandra 외의 연구에 사

용된 각 채소 추출물 역시 위의 분해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을 짐

작할 수 있으며 추출물에 의한 TPO활성 저해 효과에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해산물들 역시 일조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식이성분으로서 TPO 저해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플

라보노이드, 페놀류, 아미노산 등이 있다(Carvalho et al., 2000, Divi et 

al., 1994, Doerge et al., 2002). 돼지 TPO에 대한 다양한 플라보노이

드의 저해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6.23~12.87 μM 사이의 Ki값이 도출

된 바 있는데(Divi et al., 1996), 본 연구의 결과 goitrin의 경우 이와 

유사한 수준의 TPO 저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분해산

물들은 goitrin (5b)대비 약 3.2~13.2%의 TPO 활성저해 효과를 나타

내어 비교적 약한 저해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TPO 저해물질인 

thiourea 유사 약물들의 경우 TPO 내 heme 보결분자단과의 결합을 통

한 비가역적인 활성저해(suicide inactivation), TPO에 의해 산화된 요

오드와의 결합을 통한 반응속도 저해(alternate substrate), 또는 효소

와의 가역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저해와 같은 저해기전이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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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 et al., 1994, Doerge et al., 1994, Doerge et al., 1993, Doerge 

et al., 1990), 플라보노이드의 경우 이와 같은 저해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vi et al., 1996, Doerg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Figure 3-3의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goitrin의 경우 TPO의 비가

역적인 불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oitrin을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저해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저해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고농도를 처리한 경우에도 TPO의 비가역적인 불활성화는 관

찰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위에 언급한 저해기전과는 다른 기전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의 경우 본 논문 2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액 내에서 자발적으

로 SCN-를 생성하므로, TPO의 활성 저해효과는 6c 자체적인 효과라기

보다 SCN-로 인한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농도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혈중 갑상선 호르

몬 수준의 저하나 갑성선 조직 내 요오드량 감소와 같은 반갑상선 영향

들은 요오드 섭취의 보충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회복은 확인되었지만 완

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Gaitan, 1990, Schöne et al., 1997a, Schöne 

et al., 1997b, Schöne et al., 2001). 반면 SCN-에 의한 반갑상선 효과

는 충분한 요오드 보충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öne et al., 1997a). 이는 갑상선 호르몬 대사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유래 물질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goitrin과 

같은 thiourea 유사 약물의 경우 요오드 보충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적인 

반갑상선 효과를 나타내므로 goitrin이 갑상선 호르몬 대사의 비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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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물질일 것으로 설명된다(Schöne et al., 2009). 

그러나 갑상선 내 요오드는 거의 대부분이 thyroglobulin에 결합된 형태

로 존재하므로 TPO 활성이 저해될 경우 소변으로의 요오드 배출량이 

증가와 함께 갑상선 내 요오드량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handra et al., 2006, Taurog, 2000) in vivo 연구에서는 이 두 효과

를 구분하여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글

루코시놀레이트 섭취에 따른 갑상선 내 요오드량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이외의 다른 분해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비가역적 요오드 유입 저해 효과

에 대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갑상선 조직 편을 사용하여 

methyl, butyl, allyl ITC를 처리한 결과 갑상선 조직 내로의 요오드 유

입이 감소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Gaitan et al., 1983b). 반면 본 연구

에서는 butyl, allyl ITC(3b, 4b)를 갑상선 세포(FRTL-5)에 처리하였

을 때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 저하가 관찰되지 않아(Figure 3-5) 위 

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물질

과 함께 처리한 요오드의 농도 차이, 그리고 물질 처리 시간 차이에 의

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10 μM의 요오드를 처리하였으나 

위 연구에서는 1 μM의 요오드를 처리하였으며, 10배 가량의 요오드 농

도 차이는 경쟁적 유입저해 물질에 의한 요오드 유입 저해효과를 상쇄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Figure 3-6).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물질을 FRTL-5 세포와 약 30분 간 처리하였으나 위 연구에서는 갑상

선 조직 편에 4시간 동안 각 물질을 처리한 결과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갑상선 조직 편을 사용하여 

1 mM 안팎의 allyl ITC 처리에 의한 요오드 유입 및 갑상선 호르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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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저해효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Langer et al., 1968), 위 연구의 저자

는 높은 처리 농도에 따른 독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는 각 분해산물에 대한 개별적인 in 

vitro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갑상선 세포주인 FRTL-5를 사

용하여 수행된 글루코시놀레이트 관련 물질에 대한 요오드 유입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사람들이 자주 섭취하는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며 그 구조에 따라 약 120여종이 알려져 있으므로 각 분해산물들

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가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24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NIS를 통

한 갑상선 세포의 요오드 유입에 대한 benzyl thiocyanate (8c)의 비가

역적인 저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분해산물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섭취∙흡수 후 체내 대사에 의하

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 Benzyl 

thiocyanate (8c)의 경우에도 2장의 in vitro 시험과 3장의 in vivo 시

험 결과(Table 2-3, 3-2)에 따르면 체내 대사에 의하여 대부분 SCN-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실제 섭취 후 체내에서는 benzyl 

thiocyanate (8c) 자체적인 효과보다도 대사를 거쳐 SCN-으로서 갑상

선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지배적일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Benzyl thiocyanate (8c) 뿐만 아니라 경구투여 14시간 후 allyl 

ITC (4b), 3-indoleacetonitrile (10a)를 투여한 랫드의 경우 SCN-를 

투여한 군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혈중 SCN-이 측정되었다(Table 

3-2). 본 연구 2장에서의 S9을 사용한 in vitro 대사 실험의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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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llyl ITC의 경우 다른 곁사슬 가지를 갖는 ITC들과는 다르게 소량

의 SCN-이 측정된 바 있으며 3-indoleacetonitrile (10a)의 경우에는 

S9에 의한 대사적 전환은 아니었으나 역시 소량의 SCN-이 생성되었다

(Table 2-3). 따라서 위 물질들은 해당 물질 자체적인 영향 뿐 아니라 

SCN-으로서의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in vivo에서의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측정

한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3-9). 투여한 

랫드에서 SCN-을 투여한 군과 유사한 수준의 혈중 SCN-를 나타내는 

물질들의 경우, 갑상선 조직 내의 T3, T4 역시 SCN-을 투여한 군에서

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3-

indoleacetonitrile (10a)을 투여한 경우 SCN-을 투여한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혈중 SCN-를 보이며, allyl ITC (4b)와 benzyl 

thiocyanate (8c)를 투여한 경우에는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높은 평균치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SCN-을 투여한 군에 비하여 더 낮은 갑상선 조

직 내 T3, T4가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Figure 3-9

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 형태의 SCN-의 경

우 경구투여 후 흡수가 빠르게 일어남으로써 초기 혈중 SCN-농도가 급

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들

의 경우 비교적 낮은 흡수속도와 대사적인 전환을 통한 SCN- 생성과정

등의 같은 요인에 의하여 비교적 느리게 혈중 SCN-농도가 증가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14시간 

후의 혈중 SCN- 농도만으로 이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

며, 이러한 해석은 시간에 따른 혈중 SCN-농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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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 결과로부터 goitrin을 투여한 군을 제외하고는 Figure 3-9에 나

타난 물질들의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대한 영향이 대부

분 SCN-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in vitro시험에

서 goitrin을 제외한 나머지 분해산물들은 비교적 약한 강도의 TPO저해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본 실험 조건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정상 식이를 섭취한 랫드를 

사용하였으나 요오드 결핍상태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에 

의한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향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teinmaus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50 μmol/rat의 goitrin과 SCN-을 투여한 군에서는 갑상선 조직 

내의 T3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T4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이 중의 goitrin과 SCN-, 또는 대사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들을 고농도로 섭

취할 경우 요오드의 결핍 여부와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여량은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량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분해산물로의 전환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식이섭취 조건 하에

서는 실제로 섭취하기 다소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인의 식습관 상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섭취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농도는 단회투여 시험을 위한 것임을 감

안할 때 이 차이는 위의 산술적 계산보다 좁아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섭취하는 채소 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조성과 조리방법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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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 분해산물들, 즉 goitrin과 SCN-, 또는 대사에 의하여 SCN-으

로 전환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대한 노출 수준이 증가

할 수 있다. 최은지 외(Choi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sinigrin, 

glucotropaeolin, glucoerucin 및 glucobrassicin을 각각 랫드에 투여한 

결과 5시간 후 sinigrin과 glucotropaeolin을 투여한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하여 높은 농도의 SCN-이 측정되었으며, progoitrin을 투여한 군의 

혈중 분해산물 중 goitrin이 가장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조리방

법의 차이에 의해서도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조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예로 progoitrin이 포함된 채소를 발효시켰을 경우 goitrin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박한울, 2012). 즉, 이와 같이 

섭취 후 체내에서 goitrin과 SCN-을 많이 생성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섭취할 경우, 또는 위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조리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 대사 이상에 대한 위해도가 높아지게 된다.    

Figure 3-8과 같이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관련하여 실험동물의 갑상선 

내 TPO 활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Chandra 외의 연구(Chandra et al., 2006)에서 radish 추출물을 90일 

간 투여한 rat에서 TPO의 활성저해가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지만 직접

적인 원인 성분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의 투여기

간 동안 TPO의 발현수준의 변화와 같은 간섭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

으므로 개별 분해산물에 대한 짧은 노출기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Figure 3-8의 결과에서 유의적으로 갑상선 조직 

내의 TPO활성을 저해한 물질은 없었으나 goitrin (5b), allyl ITC (4b), 

benzyl ITC (8b)를 투여한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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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allyl ITC (4b), benzyl ITC (8b)의 

경우 돼지 갑상선 조직을 사용한 in vitro 시험 결과에서는 TPO 활성 

저해가 관찰되지 않은 시험물질들이다(Figure 3-1). Paul외(Paul et al., 

2013)에 의하면 돼지와 랫드의 TPO에 methimazole을 비롯한 다양한 

저해제를 넣어 활성을 비교한 결과 저해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in vitro 실험과 in vivo 실험 결과와의 차이는 실험동물의 종간 

차이에 의한 결과는 아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PO 저해기전 중 

TPO 내 heme 보결분자단과의 결합을 통한 비가역적인 활성저해

(suicide inactivation)의 경우 TPO의 신생합성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

능하기 때문에(Divi et al., 1996) 14시간 동안의 노출시간 후에 나타난 

TPO의 활성 저해 기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Goirin, 그리고 체

내에서 ITC와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thiohydantoin 유도체 

모두 TPO를 비가역적으로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thiourea 유사 물질

들이므로 위의 기전을 통하여 TPO의 활성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다(Benker et al., 1982, Taurog et al., 1996). 또한 TPO에 대

한 goitrin의 비가역적 효소 불활성화 작용은 Figure 3-3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의 in vitro 실험은 체내에서의 반응에 따른 효과를 배

제하고 물질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기에 in vivo 실험과 상

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투여 14시간 후의 혈중 투여물질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Table 3-3)를 보면 goitrin의 경우 투여물질 중 

혈중 잔류량이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갑상선 조직 내

의 잔류성분에 의한 경쟁적 효소활성 저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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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로부터 

ITC에 의한 TPO 활성저해효과는 ITC 자체적인 효과가 아닌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으며, 2-phenylethyl ITC (9b)의 경우 in vivo 실험에서 

다른 ITC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각 분해산물에 대한 개별적인 연

구수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106 

 

 

 

 

 

 

 

 

 

 

 

4장. 요약 및 결론 

 



107 

 

본 연구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다양한 구조를 고려하여 in vitro 

시험을 통한 해당 분해산물의 SCN-으로의 대사적 전환, TPO의 활성 

저해, 갑상선 세포의 요오드 유입 저해효과를 측정하고, 단회 투여 후 

랫드에서 나타나는 급성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2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에 human liver S9 분획과 

rhodanese를 사용한 in vitro 대사환경을 적용한 결과, 일부 organic 

nitrile(benzyl, indolyl)들과 allyl ITC, 그리고 organic thiocyanate들로

부터 SCN-이 생성되었다. 이 중 allyl ITC는 S9에 의하여 분해산물로

부터 SCN-으로의 직접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organic nitrile들은 

CN-이 먼저 생성된 뒤 rhodanese의 작용을 거쳐 SCN-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iphatic nitrile들의 경우 낮은 농도의 CN- 생성으로 

인하여 rhodanese에 의한 SCN-으로의 전환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역시 

대사에 의하여 SCN을 제공할 수 있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Organic 

thiocyanate들은 이 두 과정이 모두 진행되었으며 위 분해산물들 중 가

장 높은 전환률을 보였다. 또한 4-(methylthio)butyl thiocyanate의 경

우에는 수용액 상에서 자발적인 분해가 일어나 SCN-이 해리되었다. 따

라서 위 분해산물들을 잠재적인 SCN-으로 볼 수 있으며, 식품 내에 생

성된 이들의 함량이 높을 때에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에 따른 SCN-에 

대한 노출량 역시 극대화 될 것이다.  

돼지 갑상선의 microsome 분획에 24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

물과 SCN-을 처리하여 TPO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2-hydrox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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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I3C, 그리고 SCN-에 의하여 실험 조건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TPO의 활성이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다만 goitrin을 제외한 

나머지 분해산물들의 경우 goitrin의 goitrin대비 최소 13.2% 이하에 해

당하는 저해상수(Ki)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약한 저해물질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분해산물에 의한 TPO의 비가역적 불활성화

를 측정한 결과 goitrin만 해당 저해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TL-5 rat thyroid cell에서는 100 μM의 SCN-, benzyl ITC, 

2-phenylethyl ITC, 4-(methylthio)butyl thiocyanate을 처리한 군에

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이 감소되었으나, 

세포생존률(MTT assay) 및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시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두 ITC의 경우에는 세포독성에 의한 비특이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요오드 유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SCN-과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의 경우 고농도의 요오드와 함께 배양하

였을 경우 각 물질에 의하여 저하된 요오드 유입량이 다시 회복되는 반

면, 함께 실험한 benzyl thiocyanate의 경우 위 두 분해산물에 비하여 

저해수준이 크지는 않으나(67.5-78.1%) 고농도의 요오드에 의해 회복

되지 않았으며 두 ITC와 같이 세포독성에 의한 영향도 아닌 것으로 나

타나 위 분해산물들과는 다른 기전으로 요오드 유입을 저해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In vitro 시험 결과 TPO의 활성 및 갑상선 세포의 요오드 유입을 저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분해산물 중 선정된 2-hydroxy-3-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benzyl ITC, 2-phenyl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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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benzyl thiocyanate, IC3, SCN-에 allyl ITC를 추가하여 급성 in 

vivo 시험을 수행하였다. F344 랫드에 한 마리당 50 μmol씩 단회 경

구투여한 뒤 14시간 후의 갑상선 조직의 TPO활성과 갑상선 조직 내의 

T3∙T4, 그리고 혈청과 뇨 중의 잔류 분해산물 및 SCN-, CN-을 측정하

였다. TPO활성의 경우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goitrin, allyl ITC, benzyl ITC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 대비 84.5-

92.8% 수준의 활성이 측정되었다. 갑상선 조직 내의 T3는 goitrin과 

SCN-을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체내 대사에 의하여 

높은 혈중 SCN-을 나타낸 분해산물(allyl ITC, benzyl SCN, 3-

indoleacetonitrile)의 경우 SCN-투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7.2-80.6%). T4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군은 없었으나 

T3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본 실험 조건에서는 goitrin과 SCN-외

에는 분해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해는 확인되지 않

았으며, in vitro시험 결과와의 차이는 체내 대사에 의한 분해산물의 구

조 변화와 시험물질들의 낮은 TPO 저해강도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정에 대한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

물들의 자체적인 기전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으며, 대사에 의한 잠재적

인 SCN-으로서의 작용 가능성도 함께 파악하였다 (Table 4-1). In 

vitro 시험 결과 6종류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2-hydroxy-3-

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I3C, SCN-)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 효소인 TPO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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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he mechanisms for the anti-thyroidal effect of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s tested in the current in vitro 

study and their dietary sources. 

Anti-thyroidal 

effec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 

Parent glucosinolate 

(Korean daily intakeb, 

μmol) 

Related 

vegetables 

SCN- source 

Ethyl, propyl, butyl 

cyanide (1a-3a) 

Glucolepidiin (0), 

dihydroglucon (0) 

Horseradish, 

hoary cress 

Allyl cyanide (4a) Sinigrin (13.9) Mustard, 

cauliflower, kale, 

cabbage 

Allyl ITC (4b) 

Allyl thiocyanate (4c)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Glucoerucin (9.5) Radish, bok choy 

Benzyl cyanide (8a) Glucotropaeolin (0) Garden cress, 

papaya Benzyl thiocyanate (8c) 

3-Indoleacetonitrile (10a) Glucobrassicin (41.4) Radish, Chinese 

cabbage, 

broccoli, 

cauliflower, kale, 

cabbage 

Inhibition of 

TPO activity 

2-Hydroxy-3-butenyl 

cyanide (5a) 

Progoitrin (29.9) Radish, Chinese 

cabbage, rape,  

bok choy, 

broccoli, 

cauliflower, kale, 

cabbage 

Goitrin (5b)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Glucoerucin (9.5) (Same as above) 

Sulforaphane (7b. nsa) Glucoraphanin (3.1) Bok choy, 

broccoli 

3-Indoleacetonitrile (10a) Glucobrassicin (41.4) (Same as above) 

Indole-3-carbinol  

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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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tinued)   

Anti-thyroidal 

effect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 

Parent glucosinolate 

(Korean daily intakeb, 

μmol) 

Related 

vegetables 

 

Inhibition of 

iodide uptake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 

Glucoerucin (9.5) (Same as above) 

Benzyl ITC (8b) Glucotropaeolin (0) (Same as above) 

Benzyl thiocyanate (8c, 

nsa) 

 

2-Phenylethyl ITC (9b) Gluconasturtiin (27.4) Chinese cabbage, 

rape,  bok choy, 

mustard, kale 

SCN- Glucobrassicin (41.4) (Same as above) 

Cytotoxicity 

≤ 1 μM :  Benzyl ITC (8b), Glucotropaeolin (0) (Same as above) 

≤ 10 μM : 2-Phenylethyl 

ITC (9b),  

Gluconasturtiin (27.4) (Same as above) 

≤ 100 μM : propyl ITC 

(2b), butyl ITC (3b), 4-

(methylthio)butyl ITC 

(6b) 

Dihydroglucon (0), 

glucoerucin (9.5) 

(Same as above) 

≤ 1 mM : 3-

Indoleacetonitrile (10a), 

ethyl ITC (1b), allyl ITC 

(4b), sulforaphane (7b),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6b), benzyl 

thiocyanate (8c) 

Glucobrassicin (41.4), 

glucolepidiin (0), 

sinigrin (13.9), 

glucoraphanin (3.1), 

glucoerucin (9.5), 

glucotropaeolin (0) 

(Same as above) 

ans : not significant   
bCrude estimation: ∑[The amount of individual glucosinolate in each vegetable (median value) x 

average daily intake of each vegetable]. See also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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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저해 및 4종류의 분해산물(SCN-, benzyl ITC, 2-phenylethyl ITC, 

4-(methylthio)butyl thiocyanate)에 의한 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인 갑

상선 세포 내로의 요오드 유입량 저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랫드에 단

회 투여한 결과 기존에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로 알려진 goitrin

과 SCN- 이외에는 in vivo 시험에서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르몬 양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체내 대사에 의하여 SCN-으로 전환되는 

분해산물의 경우 SCN-을 투여한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갑상선 조직 내 

갑상선 호르몬 양이 측정되었으며 SCN-을 투여한 군에서는 유의적인 

T3 감소가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을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요

오드의 결핍 여부와 관계없이 SCN-으로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24종류의 글루코

시놀레이트 분해산물 중 일부 물질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미치는 각 분해산물의 자체적인 영향도 있으나, 잠재적인 SCN-으로서의 

작용이 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장의 in vitro 대사 시험 

결과 SCN-을 생성하였던 aliphatic-, benzyl-, indolyl nitrile들, allyl 

ITC, 그리고 organic thiocyanate들의 경우 TPO 활성이나 요오드 유입 

저해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잠재적인 SCN-으로서 goitrin과 더불어 글루

코시놀레이트에 의해 나타나는 반갑상선 영향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goitrin은 progoitrin으로부터 유래되

며 progoitrin은 무, 배추를 비롯한 다양한 십자화과 식물에 함유되어 있

는데, 국내 하루 평균 섭취 추정량이 대략 30 μmol로 총 글루코시놀레

이트 섭취 추정량의 약 8%에 해당한다(Table 1-2). 잠재적인 SC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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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될 수 있는 분해산물들의 경우에는 국내 섭취수준을 고려하면 

sinigrin, glucoerucin, glucobrassicin이 주요 전구물질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들은 국내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 추정량 대비 각각 약 4%, 

3%, 11%에 해당하는데, glucobrassicin의 경우 glucoraphasatin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섭취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이다. 또한 glucobrassicin의 

경우 해당 nitrile이 체내 대사에 의해 SCN-을 생성하게 되는데, 해당 

ITC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구조로 인하여 indole-3-carbinol과 SCN-

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분해 시 nitrile 또는 ITC 어느 쪽이 우세하게 생

성된다 하더라도 SCN-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Sinigrin 역시 3종류의 분

해산물(allyl cyanide, ITC, thiocyanate, 4a-c) 모두 잠재적인 SCN-으

로서 goitrin과 glucobrassicin에 이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가

능성이 높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glucoerucin의 경

우 국내에서 섭취되고는 있으나 해당 nitrile 또는 ITC에 비하여 4-

(methylthio)butyl thiocyanate (6c)로의 전환률이 낮으므로 SCN-으로

서의 영향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내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조성 및 농도는 조리 및 가공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주요 분해산물인 organic 

nitrile과 organic ITC는 각각 산성, 중성 pH 조건 하에서 우세하게 생

성된다(Vaughn et al., 2005). 또한 Fe2+가 존재하는 경우 organic 

nitrile의 생성은 촉진되나 organic thiocyante의 생성은 저하된다

(Hasapis et al., 1982, Kissen et al., 2009). 각 분해산물의 형성에 특

정 효소 작용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가열처리 시 효소 불활성화로 인하여 

해당 분해산물의 형성이 저하된다(Burow et al., 2007, Virtane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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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갑상선 호르몬 생성 저해물질인 goitrin의 경우 발효에 의하

여 그 생성량이 증가한다(박한울, 2012). Goitrin, 또는 잠재적인 SCN-

으로 간주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생성량이 최대화 되는 경우

가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리∙가공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잠재적인 SCN-으로 간주되는 글루코시놀

레이트 분해산물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성량을 높이는 

조리∙가공 조건을 정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organic ITC의 경우 allyl 

ITC 이외에는 SCN-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organic thiocyanate의 경우 

SCN-으로의 전환률은 높으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 시 우세하게 생성

되는 주요 분해산물이 아니므로, organic nitrile의 생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터 유래되는 SCN-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대

사 저해효과를 최소화 하는 조리∙가공 조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in vitro 시험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글루코시놀레이트로부

터의 SCN-생성과정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글루

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의 각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저해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농도는 기전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한국인

의 하루 평균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량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각 분해산물을 단일물질로서 시험한 것이므로 실제 식품섭취를 통해서 

이러한 양의 물질에 한번에 노출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

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인 계산일 뿐 한국인은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꾸

준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섭취의 관점으로 본다면 시험을 위하여 

설정한 농도가 현실적 노출 수준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또한 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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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보통의 섭취 수준 이상으로 노출되게 되며,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다양한 분해산물들에 동시에 노출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동반 저해효과(synergistic interac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는 분자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그 작용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섭취 상한선은 정해진 바 

없으나 각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산물의 효과가 각기 다르므로 향후 이

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뿐 아니라 각 글

루코시놀레이트 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과정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116 

 

참고문헌 

 

박한울. 2012. 식품 가공 조건에 따른 십자화과 식물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분해

산물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2011년 국민영양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

도 영양조사부문에 근거. 

AAMIR, I. S., TAUHEED, S., MAJID, F. & ATIF, A. 2010. Frequency of autoimmune 

thyroid disease in chronic urticaria. J Coll Physicians Surg Pak, 20, 158-

61. 

AHLIN, K. A., EMANUELSON, M. & WIKTORSSON, H. 1993. Rapeseed products 

from double-low cultivars as feed for dairy cows: effects of long-term 

feeding on thyroid function, fertility and animal health. Acta Veterinaria 

Scandinavica, 35, 37-53. 

AMBESI-IMPIOMBATO, F. S. 1986. Living, fast-growing thyroid cell strain, FRTL-5. 

Google Patents. 

ASHOKA, S., PEAKE, B. M., BREMNER, G., HAGEMAN, K. J. & REID, M. R. 2009. 

Comparison of digestion methods for ICP-MS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in fish tissues. Analytica chimica acta, 653, 191-199. 

ASTWOOD, E. 1943. The chemical nature of compounds which inhibit the 

function of the thyroid gland. Journal of Pharmacology and 

Experimental Therapeutics, 78, 79-89. 

ASTWOOD, E., GREER, M. A. & ETTLINGER, M. G. 1949. L-5-vinyl-2-

thiooxazolidone, an antithyroid compound from yellow turnip and from 

Brassica seeds.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81, 121-130. 

BACHELARD, H., MCQUILLAN, M. T. & TRIKOJUS, V. 1963. Studies on Endemic 

Goitre III. An Investigation of the Antithyroid Aotivities of 

Isothiocyanates and Derivatives With Observations on Fractions of Milk 

From Goitrous Areas. Australian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16, 177-

191. 

BARKNOWITZ, G., ENGST, W., SCHMIDT, S., BERNAU, M., MONIEN, B. H., 

KRAMER, M., FLORIAN, S. & GLATT, H. 2014. Identification and 



117 

 

quantification of protein adducts formed by metabolites of 1-methoxy-

3-indolylmethyl glucosinolate in vitro and in mouse models.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27, 188-199. 

BELLOSTAS, N., S RENSEN, A. D., S RENSEN, J. C. & S RENSEN, H. 2007. Fe2
+-

catalyzed formation of nitriles and thionamides from intact 

glucosinolates. Journal of natural products, 71, 76-80. 

BENKER, G. & REINWEIN, D. 1982. Pharmacokinetics of antithyroid drugs. 

Klinische Wochenschrift, 60, 531-539. 

BENN, M. 1977. Glucosinolates. Pure and Applied Chemistry, 49, 197-201. 

BENN, M. & SINGH, V. K. 1986. A simple, biogenetically modeled synthesis of 4-

(methylthio) butyl thiocyanate: the reaction of thiocyanate anion with S-

methyl-(1, n)-epithionium ions. Canadian journal of chemistry, 64, 940-

942. 

BHANDARI, R. K., ODA, R. P., YOUSO, S. L., PETRIKOVICS, I., BEBARTA, V. S., 

ROCKWOOD, G. A. & LOGUE, B. A. 2012.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cyanide and thiocyanate in plasma by chemical ionization gas 

chromatography mass-spectrometry (CI-GC-MS).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 404, 2287-2294. 

BHANDARI, S. R. & KWAK, J.-H. 2014. Seasonal variation in phytochemicals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different tissues of various Broccoli cultivars.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13, 604-615. 

BJ RKMAN, M., KLINGEN, I., BIRCH, A. N., BONES, A. M., BRUCE, T. J., JOHANSEN, 

T. J., MEADOW, R., M LMANN, J., SELJ SEN, R. & SMART, L. E. 2011. 

Phytochemicals of Brassicaceae in plant protection and human health–

Influences of climate, environment and agronomic practice. 

Phytochemistry, 72, 538-556. 

BOADAS-VAELLO, P., JOVER, E., SALDA A-RU Z, S., SOLER-MART N, C., CHABBERT, 

C., BAYONA, J. M. & LLORENS, J. 2009. Allylnitrile metabolism by CYP2E1 

and other CYPs leads to distinct lethal and vestibulotoxic effects in the 

mouse. Toxicological sciences, 107, 461-472. 

BOLLARD, M., STRIBBLING, S., MITCHELL, S. & CALDWELL, J. 1997. The 

disposition of allyl isothiocyanate in the rat and mouse. Food and 



118 

 

chemical toxicology, 35, 933-943. 

BONES, A. M. & ROSSITER, J. T. 2006. The enzymic and chemically induced 

decomposition of glucosinolates. Phytochemistry, 67, 1053-1067. 

BOREK, V. & MORRA, M. J. 2005. Ionic thiocyanate (SCN-) production from 4-

hydroxybenzyl glucosinolate contained in Sinapis alba seed mea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3, 8650-8654. 

BOURDON, D. & AUMAITRE, A. 1990. Low-glucosinolate rapeseeds and 

rapeseed meals: effect of technological treatments on chemical 

composition, digestible energy content and feeding value for growing 

pigs.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30, 175-191. 

BUREL, C., BOUJARD, T., KAUSHIK, S., BOEUF, G., MOL, K., VAN DER GEYTEN, S., 

DARRAS, V., K HN, E., PRADET-BALADE, B. & QUERAT, B. 2001. Effects of 

rapeseed meal-glucosinolates on thyroid metabolism and feed 

utilization in rainbow trout. General and comparative Endocrinology, 124, 

343-358. 

BUROW, M., BERGNER, A., GERSHENZON, J. & WITTSTOCK, U. 2007. 

Glucosinolate hydrolysis in Lepidium sativum––identification of the 

thiocyanate-forming protein. Plant molecular biology, 63, 49-61. 

CALZ , L., FERNANDEZ, M. & GIARDINO, L. 2010. Cellular approaches to central 

nervous system remyelination stimulation: thyroid hormone to promote 

myelin repair via endogenous stem and precursor cells. Journal of 

molecular endocrinology, 44, 13-23. 

CAPEN, C. C. 1997. Mechanistic data and risk assessment of selected toxic end 

points of the thyroid gland. Toxicologic Pathology, 25, 39-48. 

CARTEA, M. E., RODR GUEZ, V. M., DE HARO, A., VELASCO, P. & ORD S, A. 2008a. 

Variation of glucosinolates and nutritional value in nabicol (Brassica 

napus pabularia group). Euphytica, 159, 111-122. 

CARTEA, M. E. & VELASCO, P. 2008b. Glucosinolates in Brassica foods: 

bioavailability in food and significance for human health. Phytochemistry 

reviews, 7, 213-229. 

CARTEA, M. E., VELASCO, P., OBREG N, S., PADILLA, G. & DE HARO, A. 2008c. 

Seasonal variation in glucosinolate content in Brassica oleracea crops 



119 

 

grown in northwestern Spain. Phytochemistry, 69, 403-410. 

CARVALHO, D., FERREIRA, A., COELHO, S., MORAES, J., CAMACHO, M. & 

ROSENTHAL, D. 2000. Thyroid peroxidase activity is inhibited by amino 

acids. Brazilian Journal of Medical and Biological Research, 33, 355-361. 

CHANDLER, J. D. & DAY, B. J. 2012. Thiocyanate: a potentially useful therapeutic 

agent with host defense and antioxidant properties. Biochemical 

pharmacology, 84, 1381-1387. 

CHANDRA, A. K., MUKHOPADHYAY, S., GHOSH, D. & TRIPATHY, S. 2006. Effect of 

radish (Raphanus sativus Linn.) on thyroid status under conditions of 

varying iodine intake in rats. Indian journal of experimental biology, 44, 

653. 

CHANDRA, A. K., MUKHOPADHYAY, S., LAHARI, D. & TRIPATHY, S. 2004. 

Goitrogenic content of Indian cyanogenic plant food & their in vitro 

anti-thyroidal activity.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19, 180-185. 

CHANG, H. C. & DOERGE, D. R. 2000. Dietary Genistein Inactivates Rat Thyroid 

Peroxidase in Vivo without an Apparent Hypothyroid Effect.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168, 244-252. 

CHIAMOLERA, M. I. & WONDISFORD, F. E. 2009. Thyrotropin-releasing hormone 

and the thyroid hormone feedback mechanism. Endocrinology, 150, 

1091-1096. 

CHOI, E.-J., ZHANG, P. & KWON, H. 2014. Determination of Goitrogenic 

Metabolites in the Serum of Male Wistar Rat Fed Structurally Different 

Glucosinolates. Toxicological research, 30, 109. 

CISKA, E., MARTYNIAK-PRZYBYSZEWSKA, B. & KOZLOWSKA, H. 2000. Content of 

glucosinolates in cruciferous vegetables grown at the same site for two 

years under different climatic condi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8, 2862-2867. 

CONAWAY, C., YANG, Y. & CHUNG, F. 2002. Isothiocyanates as cancer 

chemopreventive agents: their biological activities and metabolism in 

rodents and humans. Current drug metabolism, 3, 233-255. 

DE DUVE, C., PRESSMAN, B., GIANETTO, R., WATTIAUX, R. & APPELMANS, F. 

1955. Tissue fractionation studies. 6. Intracellular distribution patterns of 



120 

 

enzymes in rat-liver tissue. Biochemical Journal, 60, 604-617. 

DE GROOT, A., WILLEMS, M. & DE VOS, R. 1991. Effects of high levels of 

Brussels sprouts in the diet of rats.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9, 

829-837. 

DEDECJUS, M., STASIOLEK, M., BRZEZINSKI, J., SELMAJ, K. & LEWINSKI, A. 2011. 

Thyroid hormones influence human dendritic cells' phenotype, function, 

and subsets distribution. Thyroid, 21, 533-540. 

DIVI, R. L. & DOERGE, D. R. 1994. Mechanism-based inactivation of 

lactoperoxidase and thyroid peroxidase by resorcinol derivatives. 

Biochemistry, 33, 9668-9674. 

DIVI, R. L. & DOERGE, D. R. 1996. Inhibition of thyroid peroxidase by dietary 

flavonoids.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9, 16-23. 

DOERGE, D. R. & CHANG, H. C. 2002. Inactivation of thyroid peroxidase by soy 

isoflavones, in vitro and in vivo. Journal of Chromatography B, 777, 269-

279. 

DOERGE, D. R. & DECKER, C. J. 1994. Inhibition of peroxidase-catalyzed reactions 

by arylamines: mechanism for the anti-thyroid action of sulfamethazine.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7, 164-169. 

DOERGE, D. R., DECKER, C. J. & TAKAZAWA, R. S. 1993. Chemical and enzymic 

oxidation of benzimidazoline-2-thiones: a dichotomy in the mechanism 

of peroxidase inhibition. Biochemistry, 32, 58-65. 

DOERGE, D. R. & TAKAZAWA, R. S. 1990. Mechanism of thyroid peroxidase 

inhibition by ethylenethiourea.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3, 98-

101. 

DUNCAN, A. J. & MILNE, J. A. 1992. Effect of long‐term intra‐ruminal infusion of 

the glucosinolate metabolite allyl cyanide on the voluntary food intake 

and metabolism of lambs.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58, 9-14. 

DUNNICK, J. K., PREJEAN, J., HASEMAN, J., THOMPSON, R. B., GILES, H. D. & 

MCCONNELL, E. E. 1982. Carcinogenesis bioassay of allyl isothiocyanate. 

Fundamental and Applied Toxicology, 2, 114-120. 

ELFVING, S. 1980. Studies on the naturally occurring goitrogen 5-vinyl-2-



121 

 

thiooxazolidone. Metabolism and antithyroid effect in the rat. Annals of 

clinical research, 1. 

FAHEY, J. W., ZHANG, Y. & TALALAY, P. 1997. Broccoli sprouts: an exceptionally 

rich source of inducers of enzymes that protect against chemical 

carcinoge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4, 

10367-10372. 

FENWICK, G. R., HEANEY, R. K., MULLIN, W. J. & VANETTEN, C. H. 1982. 

Glucosinolates and their breakdown products in food and food plants.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 Nutrition, 18, 123-201. 

FLIERS, E., UNMEHOPA, U. A. & ALKEMADE, A. 2006. Functional neuroanatomy 

of thyroid hormone feedback in the human hypothalamus and pituitary 

gland. Molecular and cellular endocrinology, 251, 1-8. 

FORSS, D. A. & BARRY, T. N. 1983. Observations on nitrile production during 

autolysis of kale and swedes, and their stability during incubation with 

rumen fluid.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34, 1077-

1084. 

FRIESEMA, E. C., JANSEN, J., MILICI, C. & VISSER, T. J. 2005. Thyroid hormone 

transporters. Vitamins & Hormones, 70, 137-167. 

GAITAN, E. 1990. Goitrogens in food and water. Annual review of nutrition, 10, 

21-37. 

GAITAN, E., COOKSEY, R. C., MATTHEWS, D. & PRESSON, R. 1983a. In Vitro 

Measurement of Antithyroid Compounds and Environmental Goitrogens.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56, 767-773. 

GAITAN, E., COOKSEY, R. C., MATTHEWS, D. & PRESSON, R. 1983b. In vitro 

measurement of antithyroid compounds and environmental goitrogens.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56, 767-773. 

GIL, V. & MACLEOD, A. 1980. The effects of pH on glucosinolate degradation by 

a thioglucoside glucohydrolase preparation. Phytochemistry, 19, 2547-

2551. 

GILL, C. I., HALDAR, S., BOYD, L. A., BENNETT, R., WHITEFORD, J., BUTLER, M., 

PEARSON, J. R., BRADBURY, I. & ROWLAND, I. R. 2007. Watercress 

supplementation in diet reduces lymphocyte DNA damage and alters 



122 

 

blood antioxidant status in healthy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85, 504-510. 

GMELIN, R. & VIRTANEN, A. 1960. The enzymic formation of thiocyanate (SCN-) 

from a precursor(s) in Brassica species. Acta Chemica Scandinavica, 14, 

507-510. 

GRIFFITHS, D. W., DEIGHTON, N., BIRCH, A. N. E., PATRIAN, B., BAUR, R. & ST 

DLER, E. 2001. Identification of glucosinolates on the leaf surface of 

plants from the Cruciferae and other closely related species. 

Phytochemistry, 57, 693-700. 

GROB, K. & MATILE, P. 1979. Vacuolar location of glucosinolates in horseradish 

root cells. Plant science letters, 14, 327-335. 

GROOTWASSINK, J. W., REED, D. W. & KOLENOVSKY, A. D. 1994. 

Immunopurification and immunocharacterization of the glucosinolate 

biosynthetic enzyme thiohydroximate S-glucosyltransferase. Plant 

physiology, 105, 425-433. 

GUO, D., SCHUT, H. A., DAVIS, C. D., SNYDERWINE, E. G., BAILEY, G. S. & 

DASHWOOD, R. H. 1995. Protection by chlorophyllin and indole-3-

carbinol against 2-amino-1-methyl-6-phenylimidazo [4, 5-b] pyridine 

(PhIP)-induced DNA adducts and colonic aberrant crypts in the F344 rat. 

Carcinogenesis, 16, 2931-2937. 

HADLEY, M. E. & LEVINE, J. E. 2006. Thyroid hormone. Endocrinology. 

HAN, H. & KWON, H. 2009. Estimated dietary intake of thiocyanate from 

Brassicaceae family in Korean diet.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A, 72, 1380-1387. 

HANLON, P. R. & BARNES, D. M. 2011. Phytochemical composition and 

biological activity of 8 varieties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sprouts 

and mature taproots. Journal of food science, 76, C185-C192. 

HANSCHEN, F. S., LAMY, E., SCHREINER, M. & ROHN, S. 2014. Reactivity and 

Stability of Glucosinolates and their Breakdown Products in Foods.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53, 2-23. 

HASAPIS, X. & MACLEOD, A. J. 1982. Effects of metal ions on 

benzylglucosinolate degradation in Lepidium sativum seed autolysates. 



123 

 

Phytochemistry, 21, 559-563. 

HASNAOUI‐DIJOUX, G., MAJERIĆ ELENKOV, M., LUTJE SPELBERG, J. H., HAUER, B. 

& JANSSEN, D. B. 2008. Catalytic promiscuity of halohydrin 

dehalogenase and its application in enantioselective epoxide ring 

opening. ChemBioChem, 9, 1048-1051. 

HEANEY, R. K. & FENWICK, G. R. 1995. Natural toxins and protective factors in 

Brassica species, including rapeseed. Natural toxins, 3, 233-237. 

HERCUS, C. & PURVES, H. 1936. Studies on endemic and experimental goitre. 

Journal of Hygiene, 36, 182-203. 

HIDEO, O. & CASIDA, J. E. 1971. Glutathione S-transferases liberate hydrogen 

cyanide from organic thiocyanates. Biochemical pharmacology, 20, 

1708-1711. 

HOLST, B. & WILLIAMSON, G. 2004. A critical review of the bioavailability of 

glucosinolates and related compounds. Natural product reports, 21, 

425-447. 

HONG, E., KIM, S.-J. & KIM, G.-H. 2011. Identification and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glucosinolates in seeds and edible parts of Korean 

Chinese cabbage. Food Chemistry, 128, 1115-1120. 

HOSOYA, T. 1963. Effect of various reagents including antithyroid compounds 

upon the activity of thyroid peroxidase. Journal of biochemistry, 53, 381-

388. 

IARC 2004. Cruciferous vegetables, isothiocyanates and indoles, IARC. 

JOHNSON, L. R. 2003. Essential medical physiology, Academic Press. 

JONES, R. B., FARAGHER, J. D. & WINKLER, S. 2006. A review of the influence of 

postharvest treatments on quality and glucosinolate content in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heads.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41, 1-8. 

KALLIFATIDIS, G., RAUSCH, V., BAUMANN, B., APEL, A., BECKERMANN, B. M., 

GROTH, A., MATTERN, J., LI, Z., KOLB, A. & MOLDENHAUER, G. 2009. 

Sulforaphane targets pancreatic tumour-initiating cells by NF-κB-

induced antiapoptotic signalling. Gut, 58, 949-963. 

KARLEY, A., HAWES, C., IANNETTA, P. & SQUIRE, G. 2008. Intraspecific variation 



124 

 

in Capsella bursa‐pastoris in plant quality traits for insect herbivores. 

Weed research, 48, 147-156. 

KASSIE, F. & KNASM LLER, S. 2000. Genotoxic effects of allyl isothiocyanate 

(AITC) and phenethyl isothiocyanate (PEITC).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 127, 163-180. 

KASSIE, F., POOL-ZOBEL, B., PARZEFALL, W. & KNASM LLER, S. 1999. Genotoxic 

effects of benzyl isothiocyanate, a natural chemopreventive agent. 

Mutagenesis, 14, 595-604. 

KIEBOOMS, J. A., VANDEN BUSSCHE, J., HEMERYCK, L. Y., FIEVEZ, V. & 

VANHAECKE, L. 2012. Intestinal microbiota contribute to the 

endogenous formation of thiouracil in livestock.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60, 7769-7776. 

KIEBOOMS, J. A., WAUTERS, J., BUSSCHE, J. V., HOUF, K., DE VOS, P., VAN 

TRAPPEN, S., CLEENWERCK, I. & VANHAECKE, L. 2014. Thiouracil-

Forming Bacteria Identified and Characterized upon Porcine In Vitro 

Digestion of Brassicaceae Feed.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80, 7433-7442. 

KIM, J. K., CHU, S. M., KIM, S. J., LEE, D. J., LEE, S. Y., LIM, S. H., HA, S.-H., KWEON, 

S. J. & CHO, H. S. 2010. Variation of glucosinolates in vegetable crops of 

Brassica rapa L. ssp. pekinensis. Food chemistry, 119, 423-428. 

KIRKEGAARD, J. & SARWAR, M. 1998. Biofumigation potential of brassicas. Plant 

and Soil, 201, 71-89. 

KISSEN, R. & BONES, A. M. 2009. Nitrile-specifier proteins involved in 

glucosinolate hydrolysis in Arabidopsis thaliana.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84, 12057-12070. 

KJAER, A., LARSEN, I. & GMELIN, R. 1955. Isothiocyanates XIV. 5-

Methylthiopentyl isothiocyanate, a new mustard oil present in nature as 

a glucoside (glucoberteroin). Acta Chemica Scandinavica, 9, 1311-1316. 

KRASSAS, G., POPPE, K. & GLINOER, D. 2010. Thyroid function and human 

reproductive health. Endocrine reviews, 31, 702-755. 

KRUL, C., HUMBLOT, C., PHILIPPE, C., VERMEULEN, M., VAN NUENEN, M., 

HAVENAAR, R. & RABOT, S. 2002. Metabolism of sinigrin (2-propenyl 



125 

 

glucosinolate) by the human colonic microflora in a dynamic in vitro 

large-intestinal model. Carcinogenesis, 23, 1009-1016. 

KUNISUE, T., FISHER, J. W., FATUYI, B. & KANNAN, K. 2010. A method for the 

analysis of six thyroid hormones in thyroid gland by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Chromatography B, 878, 1725-1730. 

KUSHAD, M. M., BROWN, A. F., KURILICH, A. C., JUVIK, J. A., KLEIN, B. P., WALLIG, 

M. A. & JEFFERY, E. H. 1999. Variation of Glucosinolates in Vegetable 

Crops of Brassica o leracea.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47, 1541-1548. 

KWAN, S. K., HYE, J. H., CHAN, S. C. & CHI, S. H. 1990. Tellurium dioxide 

catalyzed selective oxidation of sulfides to sulfoxides with hydrogen 

peroxide. Tetrahedron Letters, 31, 2893-2894. 

L THY, J. & BENN, M. 1977. Thiocyanate formation from glucosinolates: a study 

of the autolysis of allylglucosinolate in Thlaspi arvense L. seed flour 

extracts. Canadian journal of biochemistry, 55, 1028-1031. 

LAM, S. & LANG, H. 2014. A review of the pathologenesis and management of 

multinodular goiter. Thyroid Disorders-Focus on Hyperthyroidism, 25-35. 

LANGER, P. 1966. Antithyroid action in rats of small doses of some naturally 

occurring compounds. Endocrinology, 79, 1117-1122. 

LANGER, P., DROBNICA, L. & AUGUST N, J. 1964. On the possible mechanism of 

the antithyroid activity of isothiocyanates. Physiol Bohemoslov, 13, 450-

456. 

LANGER, P. & GREER, M. A. 1968. Antithyroid activity of some naturally 

occurring isothiocyanates in vitro. Metabolism, 17, 596-605. 

LANGER, P., KOKEŠOV , H. & GSCHWENDTOV , K. 1976. Acute redistribution of 

thyroxine after the administration of univalent anions, salicylate, 

theophylline and barbiturates in rats. Acta endocrinologica, 81, 516-524. 

LANGER, P. & MICHAJLOVSKIJ, N. 1972. Effect of naturally occurring goitrogens 

on thyroid peroxidase and influence of some compounds on iodide 

formation during the estimation. Endocrinologia experimentalis, 6, 97-

103. 



126 

 

LAURBERG, P., N HR, S. B., PEDERSEN, K. M. & FUGLSANG, E. 2004. Iodine 

nutrition in breast-fed infants is impaired by maternal smoking.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89, 181-187. 

LIMA, F. R., GERVAIS, A., COLIN, C., IZEMBART, M., NETO, V. M. & MALLAT, M. 

2001. Regulation of microglial development: a novel role for thyroid 

hormone.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1, 2028-2038. 

MABON, N., MANDIKI, S., DERYCKE, G., BISTER, J.-L., WATHELET, J.-P., MARLIER, 

M. & PAQUAY, R. 2000. Chemical changes and influences of rapeseed 

antinutritional factors on lamb physiology and performance. 3. 

Antinutritional factors in plasma and organs.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85, 111-120. 

MACLEOD, A. J. & ROSSITER, J. T. 1985. The occurrence and activity of 

epithiospecifier protein in some Cruciferae seeds. Phytochemistry, 24, 

1895-1898. 

MANDIKI, S., MABON, N., DERYCKE, G., BISTER, J., WATHELET, J.-P., PAQUAY, R. & 

MARLIER, M. 1999. Chemical changes and influences of rapeseed 

antinutritional factors on lamb physiology and performance: 2. Plasma 

substances and activity of the thyroid.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81, 93-103. 

MAWSON, R., HEANEY, R., ZDUNCZYK, Z. & KOZLOWSKA, H. 1994. Rapeseed 

meal‐glucosinolates and their antinutritional effects Part 5. Animal 

reproduction. Food/Nahrung, 38, 588-598. 

MCDANELL, R., MCLEAN, A., HANLEY, A., HEANEY, R. & FENWICK, G. 1988. 

Chem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indole glucosinolates 

(glucobrassicins): a review.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6, 59-70. 

MCMILLAN, M., SPINKS, E. & FENWICK, G. 1986. Preliminary observations on 

the effect of dietary brussels sprouts on thyroid function. Human & 

Experimental Toxicology, 5, 15-19. 

MICHAJLOVSKIJ, N. & LANGER, P. 1974. Increase of serum free thyroxine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thiocyanate and other anions in vivo and 

in vitro. Acta endocrinologica, 75, 707-716. 

MULLUR, R., LIU, Y.-Y. & BRENT, G. A. 2014. Thyroid Hormone Regulation of 



127 

 

Metabolism. Physiological reviews, 94, 355-382. 

MURK, A. J., RIJNTJES, E., BLAAUBOER, B. J., CLEWELL, R., CROFTON, K. M., 

DINGEMANS, M. M., DAVID FURLOW, J., KAVLOCK, R., K HRLE, J. & 

OPITZ, R. 2013. Mechanism-based testing strategy using in vitro 

approaches for identification of thyroid hormone disrupting chemicals. 

Toxicology in vitro, 27, 1320-1346. 

MUSK, S. & JOHNSON, I. 1993. The clastogenic effects of isothiocyanates. 

Mutation Research/Genetic Toxicology, 300, 111-117. 

NISHIE, K. & DAXENBICHLER, M. 1980. Toxicology of glucosinolates, related 

compounds (nitriles, R-goitrin, isothiocyanates) and vitamin U found in 

cruciferae. Food and cosmetics toxicology, 18, 159-172. 

OKULICZ, M. & HERTIG, I. 2013. Benzyl isothiocyanate disturbs lipid metabolism 

in rats in a way independent of its thyroid impact following in vivo 

long-term treatment and in vitro adipocytes studies. Journal of 

physiology and biochemistry, 69, 75-84. 

OPAŁKA, M., DUSZA, L., KOZIOROWSKI, M., STASZKIEWICZ, J., LIPINSKI, K. & 

TYWONCZUK, J. 2001. Effect of long-term feeding with graded levels of 

low glucosinolate rapeseed meal on endocrine status of gilts and their 

piglets. Livestock Production Science, 69, 233-243. 

PALERMO, M., PELLEGRINI, N. & FOGLIANO, V. 2014. The effect of cooking on 

the phytochemical content of vegetables.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94, 1057-1070. 

PAUL, B. D. & SMITH, M. L. 2006. Cyanide and thiocyanate in human saliva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30, 511-515. 

PAUL, K. B., HEDGE, J. M., MACHERLA, C., FILER, D. L., BURGESS, E., SIMMONS, S. 

O., CROFTON, K. M. & HORNUNG, M. W. 2013. Cross-species analysis of 

thyroperoxidase inhibition by xenobiotics demonstrates conservation of 

response between pig and rat. Toxicology, 312, 97-107. 

PESCE, L. & KOPP, P. 2014. Iodide transport: implications for health and disease.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2014, 8. 

RABEN, M. S. 1949. The paradoxical effects of thiocyanate and of thyrotropin on 



128 

 

the organic binding of iodine by the thyroid in the presence of large 

amounts of iodide. Endocrinology, 45, 296-304. 

RAO, P., SINGH, P., YADAV, S. K., GUJAR, N. L. & BHATTACHARYA, R. 2013. Acute 

toxicity of some synthetic cyanogens in rats: Time-dependent cyanide 

generation and cytochrome oxidase inhibition in soft tissues after sub-

lethal oral intoxication.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59, 595-609. 

REFETOFF, S., MARINOV, V., TUNCA, H., BYRNE, M. M., SUNTHORNTHEPVARAKUL, 

T. & WEISS, R. 1996. A new family with hyperthyroxinemia caused by 

transthyretin Val109 misdiagnosed as thyrotoxicosis and resistance to 

thyroid hormone--a clinical research center study.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81, 3335-3340. 

REILLY, K., VALVERDE, J., FINN, L., RAI, D. K., BRUNTON, N., SORENSEN, J. C., 

SORENSEN, H. & GAFFNEY, M. 2014. Potential of cultivar and crop 

management to affect phytochemical content in winter‐grown sprouting 

broccoli (Brassica oleracea L. var. italica).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94, 322-330. 

RENARD, P.-Y., SCHWEBEL, H., VAYRON, P., LECLERC, E., DIAS, S. & MIOSKOWSKI, 

C. 2001. Optimized access to alkyl thiocyanates. Tetrahedron Letters, 42, 

8479-8481. 

REZAUL HAQUE, M. & HOWARD BRADBURY, J. 2002. Total cyanide 

determination of plants and foods using the picrate and acid hydrolysis 

methods. Food chemistry, 77, 107-114. 

SALDA A-RU Z, S., SOLER-MART N, C. & LLORENS, J. 2012. Role of CYP2E1-

mediated metabolism in the acute and vestibular toxicities of nineteen 

nitriles in the mouse. Toxicology letters, 208, 125-132. 

SANCHEZ, C., BLOUNT, B., VALENTIN-BLASINI, L. & KRIEGER, R. 2007. Perchlorate, 

thiocyanate, and nitrate in edible cole crops (Brassica sp.) produced in 

the lower Colorado River region. Bulletin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 79, 655-659. 

SCH NE, F., GROPPEL, B., HENNIG, A., JAHREIS, G. & LANGE, R. 1997a. Rapeseed 

meals, methimazole, thiocyanate and iodine affect growth and thyroid. 

Investigations into glucosinolate tolerance in the pig. Journal of the 



129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74, 69-80. 

SCH NE, F. & RAJENDRAM, R. 2009. Iodine in farm animals. Comprehensive 

handbook of iodine: nutritional, biochemical pathological and 

therapeutic aspects. Academic, Burlington, 151-170. 

SCH NE, F., RUDOLPH, B., KIRCHHEIM, U. & KNAPP, G. 1997b. Counteracting the 

negative effects of rapeseed and rapeseed press cake in pig diets.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78, 947-962. 

SCH NE, F., TISCHENDORF, F., LEITERER, M., HARTUNG, H. & BARGHOLZ, J. 2001. 

Effects of rapeseed‐press cake glucosinolates and iodine on the 

performance, the thyroid gland and the liver vitamin a status of pigs. 

Archives of Animal Nutrition, 55, 333-350. 

SCHL TER, M. & GMELIN, R. 1972. Abnormale enzymatische spaltung von 4-

methylthiobutylglucosinolat in frischpflanzen von Eruca sativa. 

Phytochemistry, 11, 3427-3431. 

SCHREINER, M. 2005. Vegetable crop management strategie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phytochemicals. European Journal of Nutrition, 44, 85-94. 

SCHUMACHER, F., FLORIAN, S., SCHNAPPER, A., MONIEN, B. H., MEWIS, I., 

SCHREINER, M., SEIDEL, A., ENGST, W. & GLATT, H. 2014. A secondary 

metabolite of Brassicales, 1-methoxy-3-indolylmethyl glucosinolate, as 

well as its degradation product, 1-methoxy-3-indolylmethyl alcohol, 

forms DNA adducts in the mouse, but in varying tissues and cells. 

Archives of toxicology, 88, 823-836. 

SCHUSSLER, G. C. 2000. The thyroxine-binding proteins. Thyroid, 10, 141-149. 

SHAH, M., WUILLOUD, R. G., KANNAMKUMARATH, S. S. & CARUSO, J. A. 2005. 

Iodine speciation studies in commercially available seaweed by coupling 

different chromatographic techniques with UV and ICP-MS detection. 

Journal of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20, 176-182. 

SHAPIRO, T. A., FAHEY, J. W., DINKOVA-KOSTOVA, A. T., HOLTZCLAW, W. D., 

STEPHENSON, K. K., WADE, K. L., YE, L. & TALALAY, P. 2006. Safety, 

tolerance, and metabolism of broccoli sprout glucosinolates and 

isothiocyanates: a clinical phase I study. Nutrition and cancer, 55, 53-62. 

SHERTZER, H. & SAINSBURY, M. 1991. Intrinsic acute toxicity and hepatic 



130 

 

enzyme inducing properties of the chemoprotectants indole-3-carbinol 

and 5, 10-dihydroindeno [1, 2- b] indole in mice.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9, 237-242. 

SILVER, E., KUTTAB, S., HASAN, T. & HASSAN, M. 1982. Structural considerations 

in the metabolism of nitriles to cyanide in vivo. Drug Metabolism and 

Disposition, 10, 495-498. 

SONES, K., HEANEY, R. K. & FENWICK, G. R. 1984. An estimate of the mean daily 

intake of glucosinolates from cruciferous vegetables in the UK.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35, 712-720. 

SPEIJERS, G., DANSE, L., VAN LEEUWEN, F. & LOEBER, J. 1985. Four-week toxicity 

study of phenyl isothiocyanate in rats.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3, 

1015-1017. 

STEA, K. 1952. The effect of thyroxine administration on the formation of 

thiocyanate from acetonitrile in mice. Acta Pharmacologica et 

Toxicologica, 8, 263-270. 

STEINMAUS, C., MILLER, M. D., CUSHING, L., BLOUNT, B. C. & SMITH, A. H. 2013. 

Combined effects of perchlorate, thiocyanate, and iodine on thyroid 

function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

08. Environmental research, 123, 17-24. 

STEINMAUS, C., MILLER, M. D. & HOWD, R. 2007. Impact of smoking and 

thiocyanate on perchlorate and thyroid hormone associations in the 

2001-200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333-1338. 

STERN, J., WEIL-MALHERBE, H. & GREEN, R. 1952. The effects and the fate of 

malononitrile and related compounds in animal tissues. Biochemical 

Journal, 52, 114-125. 

STONER, G., CASTO, B., RALSTON, S., ROEBUCK, B., PEREIRA, C. & BAILEY, G. 

2002. Development of a multi-organ rat model for evaluating 

chemopreventive agents: efficacy of indole-3-carbinol. Carcinogenesis, 

23, 265-272. 

TAUROG, A. 2000. Hormone synthesis: thyroid iodine metabolism. Werner & 

Ingbar’s The Thyroid: a fundamental and clinical text. 8th ed. 



131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61-85. 

TAUROG, A., DORRIS, M. L. & DOERGE, D. R. 1996. Mechanism of simultaneous 

iodination and coupling catalyzed by thyroid peroxidase. Archives of 

biochemistry and biophysics, 330, 24-32. 

TAYLOR, J., RONEY, N., HARPER, C., FRANSEN, M. E. & SWARTS, S. 2006. 

Toxicological profile for cyanide.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THANGSTAD, O., EVJEN, K. & BONES, A. 1991. Immunogold-EM localization of 

myrosinase in Brassicaceae. Protoplasma, 161, 85-93. 

TIAN, Q., ROSSELOT, R. A. & SCHWARTZ, S. J. 2005.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intact glucosinolates in broccoli, broccoli sprouts, Brussels sprouts, 

and cauliflower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electrospray ionization–tandem mass spectrometry. Analytical 

biochemistry, 343, 93-99. 

TIEDINK, H., HISSINK, A., LODEMA, S., VAN BROEKHOVEN, L. & JONGEN, W. 

1990. Several known indole compounds are not important precursors of 

direct mutagenic N-nitroso compounds in green cabbage. Mutation 

Research/Fundamental and Molecular Mechanisms of Mutagenesis, 232, 

199-207. 

TIETGE, J. E., BUTTERWORTH, B. C., HASELMAN, J. T., HOLCOMBE, G. W., 

HORNUNG, M. W., KORTE, J. J., KOSIAN, P. A., WOLFE, M. & DEGITZ, S. J. 

2010. Early temporal effects of three thyroid hormone synthesis 

inhibitors in Xenopus laevis. Aquatic Toxicology, 98, 44-50. 

TONACCHERA, M., PINCHERA, A., DIMIDA, A., FERRARINI, E., AGRETTI, P., VITTI, P., 

SANTINI, F., CRUMP, K. & GIBBS, J. 2004. Relative potencies and 

additivity of perchlorate, thiocyanate, nitrate, and iodide on the 

inhibition of radioactive iodide uptake by the human sodium iodide 

symporter. Thyroid, 14, 1012-1019. 

TOOKEY, H. 1973. Crambe thioglucoside glucohydrolase (EC 3.2. 3.1): separation 

of a protein required for epithiobutane 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biochemistry, 51, 1654-1660. 

TOOKEY, H., VANETTEN, C., DAXENBICHLER, M. & LIENER, I. 1980. Glucosinolates. 



132 

 

Toxic constituents of plant foodstuffs., 103-142. 

TRIPATHI, M. & MISHRA, A. 2007. Glucosinolates in animal nutrition: A review.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132, 1-27. 

TRIPATHI, M., MISHRA, A., MISRA, A., MONDAL, D. & KARIM, S. 2001. Effect of 

substitution of groundnut with high glucosinolate mustard (Brassica 

juncea) meal on nutrient utilization, growth, vital organ weight and 

blood composition of lambs. Small ruminant research, 39, 261-267. 

TRUCE, W. E., BANNISTER, W. W. & KNOSPE, R. H. 1962. The preparation of β-

keto sulfones by the Thorpe reaction. The acidity of β-keto sulfones.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27, 2821-2828. 

VAN STADEN, J. & BOTHA, A. 2000.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thiocyanate by sequential injection analysis. Analytica chimica acta, 403, 

279-286. 

VANDEN BUSSCHE, J., VANHAECKE, L., DECEUNINCK, Y., WILLE, K., BEKAERT, K., 

LE BIZEC, B. & DE BRABANDER, H. 2011. Ultra-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to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ry 

detection of naturally occurring thiouracil in urine of untreated livestock, 

domesticated animals and humans.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8, 166-172. 

VAUGHN, S. F. & BERHOW, M. A. 2005. Glucosinolate hydrolysis products from 

various plant sources: pH effects, isolation, and purification.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 21, 193-202. 

VERKERK, R., SCHREINER, M., KRUMBEIN, A., CISKA, E., HOLST, B., ROWLAND, I., 

DE SCHRIJVER, R., HANSEN, M., GERH USER, C. & MITHEN, R. 2009. 

Glucosinolates in Brassica vegetables: the influence of the food supply 

chain on intake, bioavailability and human health. 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 53, S219-S219. 

VIRTANEN, A. I. 1965. Studies on organic sulphur compounds and other labile 

substances in plants. Phytochemistry, 4, 207-228. 

VISSER, T. J., KAPTEIN, E., GLATT, H., BARTSCH, I., HAGEN, M. & COUGHTRIE, M. 

W. 1998. Characterization of thyroid hormone sulfotransferases.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 109, 279-291. 



133 

 

WALLIG, M., BELYEA, R. & TUMBLESON, M. 2002. Effect of pelleting on 

glucosinolate content of Crambe meal.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99, 205-214. 

WARD, M. H., KILFOY, B. A., WEYER, P. J., ANDERSON, K. E., FOLSOM, A. R. & 

CERHAN, J. R. 2010. Nitrate intake and the risk of thyroid cancer and 

thyroid disease. Epidemiology (Cambridge, Mass.), 21, 389. 

WAUNG, J. A., BASSETT, J. & WILLIAMS, G. R. 2012. Thyroid hormone 

metabolism in skeletal development and adult bone maintenance. 

Trends in Endocrinology & Metabolism, 23, 155-162. 

WEUFFEN, W., FRANZKE, C. & TH RKOW, B. 1984. Fortschrittsbericht Zur 

Alimentären Aufnahme, Analytik und biologischen Bedeutung des 

Thiocyanats. Food/Nahrung, 28, 341-355. 

WIESNER, M., ZRENNER, R., KRUMBEIN, A., GLATT, H. & SCHREINER, M. 2013. 

Genotypic variation of the glucosinolate profile in pak choi (Brassica 

rapa ssp. chinensi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61, 

1943-1953. 

WITTSTOCK, U. & BUROW, M. 2007. Tipping the scales‐Specifier proteins in 

glucosinolate hydrolysis. Iubmb Life, 59, 744-751. 

WOLFF, J. 1998. Perchlorate and the thyroid gland. Pharmacological reviews, 50, 

89-106. 

WOOD, J. 1975. Biochemistry of thiocyanic acid. In: NEWMAN, A. A. (ed.) 

Chemistry and biochemistry of thiocyanic acid and its deriva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YOSHIDA, M., KATASHIMA, S., ANDO, J., TANAKA, T., UEMATSU, F., NAKAE, D. & 

MAEKAWA, A. 2004. Dietary indole-3-carbinol promotes endometrial 

adenocarcinoma development in rats initiated with N-ethyl-N′-nitro-N-

nitrosoguanidine, with induction of cytochrome P450s in the liver and 

consequent modulation of estrogen metabolism. Carcinogenesis, 25, 

2257-2264. 

YU, K. O., NARAYANAN, L., MATTIE, D. R., GODFREY, R. J., TODD, P. N., STERNER, T. 

R., MAHLE, D. A., LUMPKIN, M. H. & FISHER, J. W. 2002. The 

pharmacokinetics of perchlorate and its effect on the hypothalamus–



134 

 

pituitary–thyroid axis in the male rat.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182, 148-159. 

ZHANG, H., SCHONHOF, I., KRUMBEIN, A., GUTEZEIT, B., LI, L., ST TZEL, H. & 

SCHREINER, M. 2008. Water supply and growing season influence 

glucosinolate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in turnip root (Brassica 

rapa ssp. rapifera L.). Journal of plant nutrition and soil science, 171, 

255-265. 

ZHANG, Y., KOLM, R. H., MANNERVIK, B. & TALALAY, P. 1995. Reversible 

conjugation of isothiocyanates with glutathione catalyzed by human 

glutathione transferases.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6, 748-755. 

 

  



135 

 

Abstract 

 

Conversion of the organic breakdown products of 

glucosinolate to thiocyanate anions and their effects on 

thyroid hormone production 

 

Ju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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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level exposure to glucosinolate causes hypothyroidism in animals because 

they inhibit thyroid hormone production. Goitrin and thiocyanate anions (SCN-), 

the breakdown products of glucosinolate (BPs), have been known as major anti-

thyroidal substances. Except for these two substances, a few BPs have been 

reported to have anti-thyroidal effects in a limited number of studies,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about BPs with diverse side chains and 

functional group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BPs (from 10 parent glucosinolates) on thyroid hormone production. Several in 

vitro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cluding a metabolic conversion test for BPs to 

SCN-, a thyroid peroxidase (TPO) activity test, and an iodide uptake test using 

FRTL-5 rat thyroid cells. Acute changes in F344 rats were examined after a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BPs. 

Upon treatment with metabolic enzymes, human liver S9 fraction and rhodanese, 

cyanide anions (CN-) were produced from some organic nitriles (aliphatic, benz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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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dolyl) and all the organic thiocyanates among 22 BPs. Then a substantial 

amount of the produced CN- was further metabolized to SCN- by rhodanese. Allyl 

isothiocyanate (ITC) and all of the organic thiocyanates were metabolized to 

produce SCN- without involving CN- production. Spontaneous degradation to SCN- 

in an aqueous environment was observed only i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When porcine microsomal TPO was treated with 24 BPs, the activity of the 

enzyme decreased by 22%~98% by the treatment of 2-hydroxy-3-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indole-3-carbinol 

(I3C), and SCN-. Among these BPs, goitrin caused the irreversible inactivation of 

TPO. The amount of iodide in FRTL-5 cells reduced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0 µM of benzyl ITC, 2-phenylethyl ITC, 4-(methylthio)butyl thiocyanate, 

and SCN- (decreased by 22%~61%).  

For an acute in vivo test, 2-hydroxy-3-butenyl cyanide, 3-indoleacetonitrile, 

goitrin, benzyl ITC, 2-phenylethyl ITC, benzyl thiocyanate, I3C, SCN-, and allyl 

ITC were chosen, and 50 µmol/rat of each BP was orally administered to F344 rats. 

After 14 hours, thyroidal TPO activity was 84%~93% in rats treated with goitrin, 

allyl ITC, and benzyl ITC compared to the value of the control group, but it was 

not significant. Thyroidal T3 level decreased 47% and 23% in rats treated with 

goitrin and SCN-, respectively. Thyroidal T3 levels of allyl ITC-, benzyl 

thiocyanate-, 3-indoleacetonitrile-treated groups that showed high SCN- level in 

serum were also similar to that of the SCN- treated group (77%~81% of the control 

group).  

From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ome BPs showed a weak inhibitory effect 

on the thyroid hormone production steps in in vitro experimental conditions. 

However, in in vivo circumstances, the anti-thyroidal effect of goitrin, SCN-, and 

BPs generating SCN- was predominant, and it might be suggested that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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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stion of these BPs can inhibit thyroid hormone production even if there is no 

iodide deficiency. When the consumption pattern of vegetables in Korea was 

considered, progoitrin, glucobrassicin, and sinigrin were major sources of these 

BPs among the glucosinolates tested in the current study. General consumption of 

glucosinolate-containing vegetables can be regarded as safe, but excessive 

ingestion would be possible if they were used as a concentrated form, such as 

supplements. Moreover, because the profile of these BPs in food is influenced by 

cooking or process condi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these BPs increases, the 

higher the risk of anti-thyroidal effects caused by glucosinolate ingestion.  

 

Key words: glucosinolate, breakdown product, thyroid hormone, thiocyanate anion, 

thyroid peroxidase, iodide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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