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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the protein materials by the reutilization of dead flatfish from fish farms in Jeju island,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collagen peptide extracts were investigated. Flatfish skin collagen peptide 
(FSCP) and flatfish protein hydrolysate (FPH) were manufactured from dead flatfish. The differences of pH, moisture and fat 
contents between FSCP and FPH were not significant, fat contents were analyzed less than 0.3%, and trans-fat,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were not detected in both samples. Protein contents of FSCP and FPH showed about 92% and 95%, 
respectively. In the analysis of amino acids, glycine and hydroxy proline content in FSCP was 24.22% and 6.15%, 
respectively, showed a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llagen protein, but essential amino acids contents such as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sine, leusine and phenylalanine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FPH. Average molecular weight 
of FSCP was measured as 1,102 which was almost equal value with that of tuna collagen peptide.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functional properties showed high bu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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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횟감으로도 유명한 넙치(Flatfish, Paralichthys 
olivaceus)는 두 눈이 비대칭적으로 머리의 왼쪽에 쏠

려 있고 몸이 납작하여 광어(廣魚)라고도 불리우는 가

자미목 넙치과의 포식성 어종이다. 서식처는 태평양 

서부의 한국, 일본, 쿠릴열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의 수심 10~200 m의 대륙붕에 분포하며, 저서성 어류

로서 해저 환경에 적응하여 납작한 몸과 모래바닥과 

구분이 어려운 황갈색의 보호색을 띈다(Choi 등, 
2011; NRRDI, 2007). 

식품으로서의 넙치의 일반성분으로는 단백질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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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지방은 약 2% 정도

로 적은 편이며(NRRDI, 2007), 특히 눈이 있는 갈색

부분은 수분, 무기질, 수용성물질이 많지만 지방 함량

이 적고, 넙치의 간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A의 함

량도 많은 편이다. 넙치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은 염

기성 아미노산 특히, arginine과 histidine이 적고 어린

이의 발육에 필요한 lysine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KOSFOST, 2004). 넙치 단백질은 질이 우수하고 

저지방으로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적다. 당뇨병 환

자나 간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며, 어린

이나 노인 또는 회복기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품으로 제

공되고 있다. 이러한 넙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주로 

12월~3월 사이에 주낙이나 저층 트롤어업을 통해 많이 

잡히지만, 최근에는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장에서 대

규모 양식을 통하여 연중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제주도내 어류 양식장에서 양식

으로 생산되는 넙치의 생산량은 2010년 기준으로 

21,370톤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52%를 차지

하고 있다(KOSTAT, 2011). 이들 양식장에서는 매년 

자연적 사고, 어병, 재해 등으로 평균 30% 정도의 폐

사어가 발생되고 있다. 통계청(KOSTAT, 2011)에 의

하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제주도내 넙치 양식장의 

경우 약 250여 곳에서 년간 7천여 톤 정도의 폐사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어의 일반

적인 처리방식은 냉동 보관하면서 저가의 어분 사료

로 이용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은 냉동보관 등에 따른 경비 부담이 생길뿐만 

아니라 소각처리에 따른 소득의 손실 및 환경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폐사어를 원

료로 재활용하는 방안과 같은 폐사어의 효율적인 활

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폐사어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육과 껍

질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육 부분은 고압 가열 처리를 통하여 어병세균 및 오염

물질을 살균한 뒤 이를 효소분해 등을 통해 저분자화

된 고급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껍질 부분은 껍

질 중에 함유된 기능성 단백질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

이드를 추출하여 기능성 첨가제로 활용할 수 있다

(Heu 등 2011; Montero 등, 1995). Kang과 Jeong 

(2012)은 참치, 홍어 껍질 등을 이용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개발하여 실제 내수면 장어 양식장에서 

장어 양식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이용 해양 자원인 어류 부산물로

부터 고기능성 단백질의 제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서 제주도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넙치 

폐사어를 대상으로 콜라겐을 추출하고 부위별 콜라겐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육 부분

은 단백질 가수분해를 통하여 저분자화된 단백질원으

로의 제조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추출한 콜라겐 펩타

이드 및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영양성분 조성, 아미노

산 조성 등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ACE 저해

능, 전자공여능, 활성산소 저해능 및 hydroxy radical 
소거능 등 항산화 기능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폐사어의 전처리 

본 실험에 이용된 넙치 폐사어는 제주도내 양식장

에서 자연적 사고나 어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넙치 

폐사어를 제주어류양식수협(Jeju, Korea)으로부터 제

공받아 사용하였다. 폐사어는 내장을 제거 한 후, 껍
질, 살 및 뼈 부분으로 나눈 것과 전처리를 거치지 않

은 전체 어체를 수세 후 마쇄하여 -18℃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껍질의 콜라겐 펩타이드 및 통육(round) 가수분해물의 

제조

넙치 껍질을 이용한 콜라겐 펩타이드 (Flatfish skin 
collagen peptide, FSCP)의 제조를 위하여 -18°C의 동

결 상태로 보관된 넙치 폐사어를 해동하여 물로 수세 

한 후 100℃에서 30분간 열처리 후 살과 껍질을 분리

하였다. 분리된 껍질에 껍질 중량의 3배(v/w)의 증류수

를 가하고 120℃에서 2시간 이상 가압 열처리를 통하

여 열수추출하였다. 추출액에 효소 alcalase(Novozymes, 
Denmark)와 flavozyme(Novozymes, Denmark)을 원

료 대비 0.1%에 해당되도록 투입하여 50℃에서 1시
간 동안 효소분해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효소 분해액

의 0.1%에 상당하는 활성탄을 투입하여 70℃에서 30
분 동안 탈취 처리한 다음에 여과하여 잔사 및 활성탄

을 제거하였다. 여액은 회전진공증발기(N-N, Ey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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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로 60℃에서 20 brix까지 진공농축한 다음 분무

건조기(SS-07A, Lab-Plant, England)를 이용하여 건

조하였다.
한편 넙치의 가수분해물 (flatfish protein hydrolysate, 

FPH)의 제조는 -18°C의 동결 상태로 보관된 넙치 폐

사어를 해동하여 물로 수세한 다음에 통째로(round) 
분쇄하고, alcalase와 flavozyme을 원료대비 0.1%씩 

투입하여 50℃에서 1시간 동안 효소분해를 실시하였

다(Park 등, 2011). 그 이후의 과정은 FSCP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2.3. 이화학적 특성 측정

2.3.1. 일반성분 및 pH 측정

FSCP와 FPH의 일반성분의 함량측정은 식품공전

(KFIA, 2004)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분함량은 

105℃에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조단백질 함량은 micro- 
Kjeldahl 질소정량법으로, 조지방의 함량은 Soxhlet법
으로,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550℃에서 직접회화법으

로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은 세 번 반복하여 그 평균을 

취하였다. pH측정은 60℃에서 0.1 mg 시료를 10 ml 
증류수에 녹인 후 pH 측정기(Accument model 15, 
Fisher Scientific Co., USA)를 이용하여 25℃에서 측

정하였다. 

2.3.2. 아미노산 분석

건조된 시료 일정량에 염산을 가하고 가수분해한 

다음에 glass filter를 이용하여 감압여과하였다. 여과

액을 농축한 뒤 pH 2.2의 citrate phosphate를 이용하

여 정용하고, 일정량을 취하여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S433 Sykam Co., Germany)를 이용하여 유리아미노

산의 함량을 분석하였다(Jeong, 2011).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condition for free amino acid

Item Condition

Model 
Column

Detector
Reagent Flow rate
Buffer Flow rate
Reactor Temp.

Amino Acid Analyzer S433(Sykam)
Separation column LCA K06
(Lithium High Resolution PEEK Column)
UV 570nm 440nm 
0.25 mL/min 
0.45mL/min 
120℃

2.3.3. 분자량 측정

펩타이드의 분자량은 GPC (Gel Permeation Chro- 
matography, Water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표준품은 Dextran T10, T40 및 T70 (Phamacia 
CO., Sweden) 3종을 사용하였다. 이 때 칼럼은 Ultrahydrogel 
TM250 column(7.8×300 mm, WAT011525, Waters, 
Japan)을 이용하였으며, 시료 200 μL를 주입하여 0.5 
mL/min의 속도로 pH 7.0의 buffer(50 mM NaH2PO4 

+ 0.15 M NaCl)를 흘려주면 280 nm에서 흡광도 측정

으로 구하였다.

2.4. 기능특성 측정

2.4.1. ACE 저해능 측정

넙치 껍질의 콜라겐 펩타이드와 넙치 가수분해물

의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능은 

Cushman과 Cheung의 방법(1971)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0.45 ㎛ 여과지로 여과한 각 시료 50 
μL에 3 mU/50 μL 농도의 ACE 조효소 50 μL를 첨가

한 후 37℃에서 5 분간 pre-incubation시켰다. Pre- 
incubation시킨 시료에 Hip-His-Leu 기질 50 μL를 첨

가한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FA 2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후 HPLC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ACE 저해활성을 구하였다. 대조구로서는 추출물 대

신 추출용매 50 μL를 가해 측정하였다. Column으로

는 Zorbax 300SB-C18을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1 
mL/min을 유지시켰고, 검출파장은 228 nm에서 측정

하였다.

2.4.2. 전자 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urda와 

Oleszek의 방법(2001)에 준하여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였다. 0.1 mM DPPH (2,2-diphenyl-2- 
picrylhydrazyl) 용액 1 mL에 시료 1 mL를 첨가하고 

vortex 혼합한 후 25±1℃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분

광광도계(Jasco, V-570)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2.4.3. 금속 이온 봉쇄능 측정

금속 이온 봉쇄능 (Metal ion chelating ability)은 

시료 1 mL에 증류수 0.3 mL를 첨가한 후, 2 mM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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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hloride용액 0.1 mL와 ferrozine 용액 0.2 mL를 

첨가하고 25±1℃에서 20분간 반응시켜 562 nm에서 

흡광도 측정으로 구하였다(Kang, 2003).

2.4.4. 활성산소 저해능 측정

활성산소 저해능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bility)은 Kang 등(2012)의 방법에 기준

하여 먼저 0.05 M sodium carbonate buffer(pH 10.5) 
450 μL와 3 mM xanthine 20 μL, 3 mM EDTA 
(Ethylenediaminetetracetic acid) 20 μL, 0.15% BSA 
(Bovine serume albumin) 20 μL 및 0.75 mM NBT 
(Nitroblue tetrazolium salt) 20 μL를 첨가한 혼합물에 

시료 20 μL를 첨가한 다음 25℃에서 10분간 pre- 
incubation시켰다. 6 mU XOD (Xanthine oxidase)를 

첨가한 다음 25℃에서 20분간 배양시킨 후 6 mM 
CuCl 20 μL를 넣고 반응을 종결하여 56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2.4.5. Hydroxy radical 저해능 측정

Deoxyribose method(Nam 등, 2003)에 준하여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450 μL와 10 
mM 2-deoxyribose 150 μL, 10 mM FeSO4-EDTA 
150 μL, 10 mM H2O2 150 μL 및 H2O 525 μL를 첨가

한 후 시료 75 μL를 eppendorf tube에 넣고 37℃에서 

4시간동안 incubation시켰다. 여기에 2.8% TCA 750 
μL와 1.0% TBA 7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

고 100℃에서 10분간 끓인 후 냉각시켜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화학적 특성

3.1.1. 일반성분 및 pH

폐사어로부터 제조한 넙치 껍질 콜라겐 펩타이드 

(Flatfish skin collagen peptide, FSCP)와 넙치 단백질 

가수분해물 (Flatfish protein hydrolysate, FPH)의 일

반성분과 pH 측정결과를 Table 2에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수분 및 지방함량은 두 종류의 시료에서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방함량은 두 종류 시료 모두 

0.3%이하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과 관련된 트랜스지

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NRRDI, 2007)에 의하면 넙치 

껍질의 가식부 100 g당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65 g, 
단백질 29.3 g, 지방 4.7 g 및 회분 1.0 g으로, 그리고 

무기질 함량은 칼슘 15 mg, 인 268 mg 및 철분 7.7 mg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상당

한 차이를 보였다. 

Type
FSCP1) FPH2)

Moisture (g/100g) 2.8±0.4 2.6±0.1
Crude lipid (g/100g) 0.1±0.0 0.3±0.0
Crude ash (g/100g) 1.2±0.0 5.2±0.0
Crude protein (g/100g) 95.9±0.2 92.4±0.2
Carbohydrate (g/100g) 0.0±0.0 0.0±0.0
Trans-fat (g/100g) 0.0±0.0 0.0±0.0
Saturated fat (g/100g) 0.0±0.0 0.0±0.0
Cholesterol (mg/100g) 0.0±0.0 0.6±0.0
Na (mg/100g) 50.7±0.8 87.8±1.3
pH 6.9 7.9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and pH in FSCP and FPH 

1)Flatfish skin collagen peptide, 2)Flatfish protein hydrolysate

이와 같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넙치 껍질은 추출

과 여과 과정에서 수분과 지방 등 일부성분이 상당량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회분함량 있어서는 

두 시료간에 약 4%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차

이는 FSCP의 경우는 넙치의 껍질만을 이용하였고, 
FPH의 경우 넙치 전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되었다. 단백질 함량은 FSCP의 경우 약 95%이고, 
FPH의 경우 약 92% 정도로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발 제품은 고단백질 제품 소

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pH의 경

우는 FPH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료상태의 

차이로 판단되었다. 

3.1.2. 분자량 분포

Fig. 1은 GPC로 측정한 FSCP의 분자량 분포결과

를 참치 껍질을 원료로 제조한 콜라겐 펩타이드와 비

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참치 콜라겐 

펩타이드(Fig. 1(a))의 평균 분자량은 1,006 정도이고 

FSCP(Fig. 1(b))의 평균 분자량은 1,102 정도로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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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na skin collagen peptide

   

(b) FSCP

Fig. 1. Comparison of molecular weight of tuna skin collagen peptide (a) and FSCP (b).

치 콜라겐 펩타이드와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분자량 

분포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두 가

지 제품의 제조방법이 유사하고 원료가 수산물을 원

료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현재 시중에 시판되

고 있는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의 평균 분자량이 약 

3,000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저분자화된 펩타이드 

물질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의 개발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1.3. 아미노산 조성

Table 3은 FSCP 및 FPH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 분

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SCP의 경우 유리 아미노산 

함량의 순서는 glycine>arginine>proline>glutamic 
acid>hydroxy proline>lysine 등의 순서로서 glycine
과 hydroxy proline의 함량이 각각 24.22%와 6.15%
로 전형적인 콜라겐 단백질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arginine과 proline 함량도 각각 15.74%와 14.4%로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편 FPH의 경우에는 

proline>glycine>alanine>glutamic acid>aspartic acid 
등의 순서를 보였으며, FSCP에 비하여 필수 아미노산

인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sine, leusine 
및 phenylalanine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 등(2011)이 배합사료로 사육한 넙치 

어육의 부위별 유리 아미노산 성분 비교측정에 의하

면 사육하는 동안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넙치

의 부위별 특정 아미노산 성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양식습생의 넙치를 대상으

로 측정한 Jang 등(2011)의 결과와 비교하여 껍질과 

몸체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넙치 검체의 사용 부위 

및 시료의 제조 방법에 따라 유리 아미노산의 전반적

인 조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함량은 다소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free amino acids in FSCP and FPH

Amino acids FSCP(%)1) FPH(%)2)

Aspartic acid 3.32 6.33
Hydroxy proline 6.15 1.42
Threonine 2.01 3.41
Serine 2.46 3.77
Glutamic acid 7.58 9.67
Glycine 24.22 12.44
Alanine 5.70 10.59
Cystine 2.46 3.94
Valine 1.80 4.68
Methionine 1.89 2.91
Isoleucine 1.03 5.32
Leucine 1.89 4.75
Tyrosine 1.23 2.99
Phenylalanine 1.84 2.97
Lysine 5.05 4.82
Histidine 1.23 1.71
Arginine 15.74 5.39
Proline 14.40 12.89

Total 100 100

1)Flatfish skin collagen peptide, 2)Flatfish protein hydroly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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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E inhibitory ability (b) Metal ion chelating ability (c)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d)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bility

(e) Hydroxy radical scavenging  
           ability

Fig. 2. Antioxidant properties of collagen peptide in FSCP and FPH((a) ACE inhibitory ability, (b) Metal ion chelating ability, 
(c)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d) Superoxide anion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e) Hydroxy radical 
scavenging ability).

3.2. 항산화 기능특성

항산화 기능특성으로 FSCP와 FPH의 ACE 저해능

과 DPPH radical 소거능, 금속이온 봉쇄능, 활성산소 

저해능 및 hydroxy radical 저해능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2(a)~Fig. 2(e)에 나타내었다. 
먼저 ACE 저해능을 나타낸 Fig. 2(a)에서 FSCP와 

FPH의 ACE 저해능은 각각 68.3%과 72.8%로 측정되

어 두 시료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FPH의 저

해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ACE는 인체 내에서 

angiotensin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에 대한 두 시료의 저해능이 확인되어 넙치

를 이용하여 혈압강하용 보조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Fig 2(b)에 도시된 금속이온 봉쇄능에 대한 FSCP

와 FPH의 결과를 비교하면 각각 76.1%와 86.3%로서 

FSCP에 대하여 FPH의 봉쇄능이 약 13.4%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금속이온 봉쇄능은 항산화 성분에 의

해 철이온이 제거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항산

화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넙치 단백질 가수분해물인 FPH의 항산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2(c)에 도시된 DPPH 라디칼 소거에 의한 전자 

공여능은 FSCP와 FPH의 결과를 비교하면 각각 

43.2%와 51.8%로서 역시 FPH의 라디칼 소거능이 더 

커서 전자 공여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질의 

산화 억제능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활성산소를 소

거할 수 있는 화합물 또는 과산화물 생성 억제물질과 

같은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적 손상으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SCP와 

FPH의 활성 산소 제거능 측정 결과를 도시한 Fig. 
2(d)에서 제거능은 각각 35.8%와 39.2%로 나타나 두 시

료 간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ydroxy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e)에서와 같이 

FSCP의 경우 39.7%, FPH의 경우 43.3%로 얻어졌다. 
이상과 같이 항산화 기능특성을 측정한 결과 전 항목

에 걸쳐 FSCP와 FPH의 두 시료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ACE 저해능과 금속이온 봉쇄능에서 더 높은 

항산화 기능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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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를 재활용하여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도 양식장

에서 발생하는 넙치 폐사어로부터 콜라겐 펩타이드를 

추출하여 시료별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특성을 비

교측정하였다. 폐사된 넙치 껍질로부터 제조된 콜라

겐 펩타이드(FSCP)와 단백질 가수분해물(FPH)의 일

반성분을 비교한 결과 수분과 지방의 함량은 두 시료

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단백질 함량은 

FSCP의 경우 약 95%, FPH의 경우 약 92% 정도로 상

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아미노산 함량은 FSCP의 경우 

glycine과 hydroxy proline의 함량이 각각 24.22%와 

6.15%로서 전형적인 콜라겐 단백질의 특성을 나타내

었으나, FPH의 경우 FSCP에 비하여 필수아미노산인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sine, leusine 및 

phenylalanine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SCP의 평균 분자량은 1102 정도로서 참치 콜라겐 

펩타이드와 거의 유사한 결과로 측정되었다. ACE 저
해능, 금속이온 봉쇄능, DPPH radical 소거능, 활성산

소 저해능 및 hydroxy radical 소거능 등 항산화능은 

두 시료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ACE 저해능과 금

속이온 봉쇄능에서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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