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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고추 �� ���� �� �� ��� ��

고추 중의 천연 캡사이신류의 함유량과 매운맛의 상대강도

화합물 함유량(%) 매운맛의 강도

capsaicin 46~77 100

dihydrocapsaicin 21~40 100

nordihydrocapsaicin 2~12 57

homocapsaicin 1~2 43

homodihydrocapsaicin 0.6~2 50

norcapsaicin 0.5 -

nornorcapsaicin 0.3 -

캡사이신과 신경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캡사이신의 항종양작용

�����, ��� � �� ���� ���� ��� �� ����.

진통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추의 약리작용

������, ����, ������, �����, ����, ������, ����, ����, �������, ����, ����,

������, ������� �� �.

고추와 생활의 지혜

체열산생 효과 : ����� �� � �� ����� ���� ��� ��� ���� ����� ����.

캡사이신과 신경작용 : ��� ���� ������ �� �� ��� ���� �� ���� ��� ���� ����� ���� ���, ��� ��� �� �� ��� ��� �����.

다이어트 효과 : ��� ���� ������ ���� ������ ������ � �� ���� �� ����� ��� ����

���� ��� ����.

항산화 향균작용 : ��� ��, ��� ���� ���� ���.(* ��� ����- �������, ������, ������ �)

체력 지속 작용 : ��� ���� ����� ���� �� ��� ��� ������ ���� �� �� ��� ����.

스트레스 예방효과 : ��� ��� � ��� 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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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고추생활속의 고추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inside_life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inside_life/inside_life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inside_life/inside_life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inside_life/dry
https://www.yyg.go.kr/sunbawi/yyg_pepper/theme/inside_life/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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