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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hepatocyte toxicity and protective effects of an extract of Hericium erinacium cultiv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AC), and also examined the hepatocyte protective and antioxidative effects of a mixture of 
the HEAC and black garlic. At a concentrations of more than 0.05 mg/mL, the HEAC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cell 
viability. The extract of HEAC treated with the same ratio of water and ethanol at 80℃ showed the highest hepatocyte 
protective effec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epatocyte protective effect was observed between the mixtures of HEAC 
with and without black garlic. In addition, higher antioxidative activity was shown with the addition of less black garlic. 
As a result of the sensory evaluation, a significant difference of sweetness was observed with varying liquid fructose 
concentra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itterness, flavor, thick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according 
to the liquid fructos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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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루궁뎅이 버섯(Hericium erinaceus)은 오래 전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활엽수의 고목에서 발생하는 

버섯으로 중국은 후두버섯, 일본에서는 Yamabushitake로 불

려지고 있다(Ahn 1992). 노루궁뎅이 버섯의 알려진 성분으로

는 9,10-dihydroxy-8-oxo-12-octadecenic acid와 chitin, hetero-
xyloglucan, galactoxyloglucan, glucoxy-lanprotein, glucoxylan, 
xylan 등의 다당체, hericenones A, B, C, D, E, F, G, H 등이 

존재하며, 이들 성분들에 의해 항암, HeLa 세포 증식 억제, 
항염, 항균 및 면역기능이 증가되며, 만성위염, 신체허약 등

의 약리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wagishi 등 

1990, Ahn 1992, Kawagishi 등 1994, Sakamoto 등 1996, Wang 
등 2004).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은 국화과(Compositae) 쑥 속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에 널리 

분포하고, 번식력이 강한 다년생 본초이다(Lee 등 2002). 세
계에 약 400여종과 한국에 약 300여종의 품종이 자생하며, 참



정헌․김연숙․박표잠․최웅규․정재현․이웅수․최원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752

쑥, 개똥쑥, 쓴쑥, 사자발쑥 등 다양한 품종 중에서 인진쑥과 

약쑥이 가장 많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Choi 등 2005). 한
방에서 인진쑥은 변비, 천식, 소염, 진통, 이뇨, 혈압 강하, 신
경통, 급․만성간염, 황달, 지방간 및 간 보호 효과, 항균 작

용, 당 대사 개선 효과, 항암 효과, 담즙 분비 효과, 지질과산

화 억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1992, Lee 
등 1992).

발효는 효소작용을 이용하여, 식품 내 성분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 특유의 최종산물을 만들어내는 가공기술이다. 식이

섬유와 같이 인체 내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을 버섯류(mushroom)의 균사체(mycelium) 등을 이용, 
발효시킨 후, 발효물의 생리활성에 대해 연구하는 시도가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Chang 1999, Wasser 2002, Yang 등 2003, 
Sanchez 2004).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미료로서, 국민 1
인당 일년에 약 7~9 kg을 소비하는 마늘은 산화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ROS(reactive oxygen species)
를 제거하고, 지질과산화물 형성과 LDL 산화를 억제하며, 항
산화 체계를 증강시키고, 여러 종류의 암 예방과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Imai 등 
1994, Kim 등 2006, Kang 등 2008, Lee 등 2012, Kang 등 2013). 
한편, 마늘은 기능성은 좋으나, 특유의 거북스런 냄새 때문에 

즐겨먹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냄새를 억제하고, 마
늘의 화학적 성분은 살린 흑마늘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장시간 숙성시켜, 
생마늘 특유의 거북한 냄새를 억제하고, 먹기 좋은 새콤달콤

한 맛을 내게 한 제품이다. 흑마늘은 겉은 통마늘과 같은 모

양을 유지하고 있으나, 속이 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흑
마늘은 오랜 숙성기간을 거치면서 마늘의 당 성분과 아미노산

이 비효소적 갈변반응을 일으켜 melanoidin이 생성되는 Maillard 
반응이며, 휘발성 물질은 거의 소실되며, 총 폴리페놀, 플라보

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고, 수용성 성분인 S-allylcysteine(SAC), 
S-allyl melcaptocystein(SAMC) 등이 생성되어 다른 기능성을 

갖는다. 흑마늘의 대표적인 수용성 유황화합물인 SAC는 항

산화, 암세포 증식 억제, 간 보호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었다

(Nakagawa 등 1985, 1989). 생마늘이나 흑마늘 분말은 고콜레

스테롤 흰쥐에 급식되었을 때, 혈액 및 간 조직의 지질 개선, 
체내 항산화 활성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Kang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능성을 지닌 기호식품을 통해 신체를 

방어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약
용식물인 인진쑥과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발효배

양물 및 간 보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흑마늘을 혼합하

였을 경우, 이들 혼합물의 항산화 작용 및 간보호 효과 등에 

관한 상승작용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바탕

으로 새로운 기능성 음료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사용균주 및 재료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s)

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경기도, 수원)에서 분양받

아 한국교통대학교 식품공학과 기능성식품개발실험실에서 보

존하고 있는 균주를 사용했으며, 균주는 PDA(potato dextrose 
agar) 평판배지에서 25℃로 10일간 4주마다 계대 배양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인진쑥은 2013년에 충북 괴산 연풍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2) 균사체 배양
균사체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계대 배양한 노루궁뎅이

버섯 종균을 멸균되어 있는 인진쑥 배지에 5%로 접종하여 
25℃에서 40일 내지 50일간 배양하였다(Choi 등 2008).

3) 인진쑥기질 노루궁뎅이버섯 배양 추출물(이하 “배양
추출물”로 표기) 제조

배양된 균사체 배양물은 －80℃로 유지되는 deep freezer 
(DF8524, Ilshin Lab Co. Ltd, 경기도, 대한민국)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며, 추출은 배양물 100 g에 추출용매(증류수, 에탄

올)와 추출조건(온도)을 달리하여 10배수(1 L)로 12시간 추출

하여 Whatman No. 2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추출물

Table 1. Extraction conditions of Hericium erinacium 
cultiv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AC)

Condition Water:Ethanol(%) Extraction 
temperature(℃)

1 75:25 70
2 75:25 80
3 75:25 90
4 50:50 70
5 50:50 80

6 50:50 90
7 100:0 70
8 100:0 80
9 10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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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0℃에서 rotary evaporator(N-1000S, EYELA, Tokyo, Japan)
를 사용 감압농축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모든 시료는 350 mL
로 농축하여 동일 농도로 하였으며, 보관 중 성분 변화를 막기 

위하여 동결건조시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4) 흑마늘 추출물 제조 및 혼합
흑마늘은 부일농산(충남 공주시)에서 구입하여 흑마늘 100 

g에 증류수 300 mL를 넣어 75℃에서 7시간 동안 추출하였으

며, 추출한 다음 100 micro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 후 감압농

축하였다. 인진쑥기질 노루궁뎅이버섯 배양 추출물(배양 추

출물)과 혼합농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배양 추출물 농도인 

2 Brix로 흑마늘 추출물을 희석하여 혼합(배양 추출물:흑마늘 

추출물 = 7:3, 8:2, 9:1)한 후, 동결건조시켜 보관하면서 실험

에 사용하였다.

5) 세포 배양
정상 간세포(human liver cells, chang)를 불활성화한 fetal 

bovine serum(FBS) 10%와 1.0%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

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배지에서 37℃ 
및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6) 시약
Folin-Ciocalteu’s reagent, ferrous chloride(FeCl2), 1,1-diphenyl-2- 

picrylhydrazyl(DPPH),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potassium persulfate, 2,4,6-tripyridyl-S-triazine(TPTZ), 
linole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사용된 시약은 특급 및 일급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세포독성측정및 t-BHP에의한세포의손상으로부터
간세포 보호 효과 측정

세포의 생존율은 3-(4,5-dimethylthiazole-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환원 방법을 이용, 측정하였다(Je 등 
2009, Kim 등 2011). 즉, Chang 세포를 7×104 cells/mL 농도로, 
96-well plates에 200 μL씩 분주한 다음, 24시간 배양 후, 각 

배양 추출물 시료를 농도가 0.0125, 0.025, 0.05, 0.1, 0.2, 0.5 
mg/mL가 되도록 세포에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이후 MTT 용액(5.0 mg/mL)을 가하고, 37℃에서 4시간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킨 다음, 생성된 formazan이 배지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배지를 제거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를 200 μL 분주하여 20분 동안 혼합한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t-BHP에 의한 산화적 손상

에 대한 배양 추출물 및 흑마늘 혼합액의 세포 보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Chang 세포를 48-well plates에 7×104 cells/ 
mL 농도로 1.0 mL씩 분주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각 

시료를 농도 0.0125, 0.025, 0.05, 0.1 mg/mL가 되도록 세포에 

한 시간 전에 처리한 후 t-BHP(최종 농도 90 μM)를 첨가하고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TT assay로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2) Electron spin resonance(ESR)을이용한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Lee 등(2009)의 방법에 따라 

메탄올에 용해시킨 60 μM DPPH 60 μL를, 앞서 언급한 농축

된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시료를 혼합한 혼합액 시료(7:3, 8:2, 
9:1)에 각각 60 μL와 섞은 후, 10초간 강하게 교반한 다음, 2
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capillary tube에 옮겨 ESR spectro-
meter(Jeol Co. Ltd., Tokyo, Japan)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

은 central field: 3475 G, modulation frequency: 100 kHz, modulation 
amplitude: 2 G, microwave power: 5 mW, gain: 6.3×105, tem-
perature: 298K였다.

3) ESR을 이용한 alkyl radical 소거능 측정
10 μL의 농도별 혼합액 시료에 10 μL의 PBS, 10 μL의 40 

mM AAPH와 10 μL의 40 mM 4-POBN을 차례로 첨가한 후, 
10초 간 강하게 교반한 다음, 37℃ 항온 수조에서 30분간 반

응시키고, 이를 capillary tube로 옮겨 alkyl radical 발생량을 

ESR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central field: 
3475 G, modulation frequency: 100 kHz, modulation amplitude: 
2 G, microwave power: 10 mW, gain: 6.3×105, temperature: 298 
K였다(Kim 등 2011).

4) ABTS radical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 측정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능의 측정은 Park & Kim 

(2009)의 방법에 의해, 7 mM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
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킨 후,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414 nm에서 흡광도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증

류수로 희석 후, 이 용액 3.0 mL와 혼합액 시료 1.0 mL를 가

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414 nm에서 spectrophoto-
meter(DU 650, Beckman, Indianapolis, USA)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5)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FRAP)을 이용한
총 항산화력 측정

FRAP 측정은 Benzie & Strain(1999)의 방법에 따라, 300 
mM acetate buffer(pH 3.6)와 40 mM HCl에 용해된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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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TZ와 20 mM FeCl3․6H2O를 각각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해 FRAP 시약을 제조한 다음, 고형분 함유량이 1~5 mg 
되도록 희석한 혼합액 시료 0.15 mL와 3.0 mL의 FRAP 시약

을 혼합하여 37℃, 5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로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SO4․7H2O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 mM FeSO4 eq./mg extract으로 표시하였다.

6)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훈련을 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총 22명(남 7명, 여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료에는 

발효인진쑥 추출액(1.9 Brix) 15%에 액상과당(과당55, 삼양제

넥스(주), 대한민국) 10, 15, 20%를 첨가하였다. 단맛, 쓴맛과 

향(flavor), 농도,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5단
계 평점법으로 “1. 매우 좋다~5. 매우 좋지 않다”로 평가하였다.

7)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반복 이상 실시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표시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SPSS(18.0 ver.)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하였으며, 시료간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진쑥기질노루궁뎅이버섯균사체배양추출물의세
포 생존율

정상 간세포(human liver, Chang cell)에 대한 인진쑥기질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배양 추출물(배양 추출물)의 세포독

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0.0125~0.5 
mg/mL 농도 범위에서 MTT assay를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0.05 mg/mL 농도 이상에서는 유의적으로 세포생존율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따라서 배양 추출물의 간세

포 보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추출물의 농도를 

0.0125, 0.025 mg/mL로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간세포 보호 효과
먼저 배양물 추출물을 물로 추출한 물 추출물을 한 시간 

동안 처리한 후, 90 μM t-BHP를 처리했을 때, 간세포 생존율

은 65% 미만으로, 물 추출물의 경우 간세포 보호 효과가 없

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물:에탄올=50:50(%), 80℃ 추
출조건에서 90 μM t-BHP 처리구 대비 약 10% 정도 세포생존

율이 증가하여 실험범위 내 가장 높은 간세포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80℃에서 50% 에탄올로 추출한 배양 추출

물의 간세포 보호 효과는 대표적 간세포 보호제인 silymarin 
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추출물의 농도(0.0125, 

Fig. 1. Effect of 25% ethanol HEAC extracts on cytotoxicity 
in chang cells. a~g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Effect of 50% ethanol HEAC extracts on cytotoxicity 
in chang cells. a~e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Effect of water HEAC extracts on cytotoxicity in 
chang cells. a~g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025 mg/mL)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4~6).
Choi 등(2008)은 인진쑥 배지에서 배양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알콜대사 촉진활성을 조사한 결과, 배양 추

출물이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보다 체내 알콜농도 감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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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tective effect of HEAC extracts on t-BHP 
induced oxidative damage in chang cells. A: 0.0125 mg/mL, 
B: 0.025 mg/mL (SM: silymarin, 70, 80, 90℃: extraction 
temperature of 25% ethanol extracts)

및 알콜탈수소효소 활성 등의 측면에서 알콜 분해 촉진 작용

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배양 추출물은 알콜 분해 촉진 작용 

및 간세포 보호 작용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실험결과를 토대로 간세포 보호 효과가 가장 높이 나

타난 조건에서 추출한 배양 추출물과 역시 간보호 기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흑마늘 추출물을 7:3, 8:2, 9:1로 혼합하여, 
이들 혼합물의 간세포 보호 효과를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실험결과, 혼합물은 본 실험범위 내에서는 배양 추

출물 단독처리 경우(10:0)와 비교하여 간세포 생존율을 증가

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흑마늘 추출물에 의한 상승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7). 즉, 정상 간세포인 Chang 세포의 

t-BHP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 대해, 배양 추출물이 보호 효과

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흑마늘 추출물을 낮은 농도로 배양 

추출물과 혼합할 경우, t-BHP로 유도된 간세포 손상을 보호

하는 상승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흑마늘의 경우 농도에 따라 

간세포 보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Noh 등(2011)과 Lee 등(2013)은 식이로 제공된 흑마늘 추

Fig. 5. Protective effect of HEAC extracts on t-BHP induced 
oxidative damage in chang cells. *p<0.05 is significantly 
different as analyzed by t-test that compared the t-BHP group 
with sample group. A: 0.0125 mg/mL, B: 0.025 mg/mL (SM: 
silymarin, 70, 80, 90℃: extraction temperature of 50% ethanol 
extracts) 

출물이 쥐의 간 조직내 총 콜레스테롤 맟 중성지방 함량을 

낮추었으며, 간 조직내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 산화적 

스트레스와 지질과산화물 함량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간조

직 손상을 경감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Noh 등(2011)은 

투여된 흑마늘의 농도차에 의해 간조직의 손상을 감소시키

는 작용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3. 인진쑥기질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액의 항산화력 측정

1) ESR을 이용한 radical 제거 활성 측정
ESR(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를 이용한 항산

화 활성 측정방법은 색소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정밀도 

높은 측정방법으로써, 방사선 조사 등으로 분자결합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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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tective effect of HEAC extracts on t-BHP induced 
oxidative damage in chang cells. A: 0.0125 mg/mL, B: 0.025 
mg/mL (SM: silymarin, 70, 80, 90℃: extraction temperature 
of water extracts)

시켜 방출된 free radical이나 이온들을 분광학적으로 측정하

며, 시료 준비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검지기술로 알려져 있다(Janzen 등 1987, Kadiiska & Masom 
2002).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다양한 천연물

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액(7:3, 8:2, 9:1)의 경우, 

DPPH radical 제거 활성은 배양 추출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

가하였는데,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7:3, 8:2, 9:1의 비

율에서 각각 75.18%, 81.13%, 85.62%의 DPPH radical 제거 활

성을 나타내었다. IC50 값 또한 혼합비율(7:3, 8:2, 9:1)별로 각

각 0.060 mg/mL, 0.049 mg/mL, 0.041 mg/mL로 나타나,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액의 경우 배양 추출물의 비율

이 높을수록 DPPH radical 제거능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

다(Table 2).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액의 alkyl 
radical 제거능 또한 DPPH radical 제거활성 실험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었다(Table 2). 
ESR을 이용한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압액의 radical 

Fig. 7. Protective effect of HEAC and black garlic 
mixture on t-BHP induced oxidative damage in chang cells. 
A: 0.0125 mg/mL, B: 0.025 mg/mL (SM: silymarin, HEAC: 
Black garlic = 10:0, 9:1, 8:2, 7:3)

Table 2. DPPH, and alk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Hericium erinacium cultiv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AC) and black garlic mixture measured by an ESR 
spectrophotometer

Sample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Alk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7:3 0.060±0.003 0.037±0.002
8:2 0.049±0.004 0.036±0.003
9:1 0.041±0.001 0.031±0.003

1) HEAC: black garlic (ratio)

제거능 측정 결과, 앞선 간세포 보호 효과실험에서처럼 전반

적으로 배양 추출물의 비율이 높을수록 radical 소거능이 높

게 나왔으며, 따라서 적은 농도의 흑마늘 추출액 혼합으로는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ABTS radical 및 FRAP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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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로 Trolox를 이용하여 총 항산화력(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앞선 radical
제거 활성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배양 추출물의 비율이 높

아질수록 ABTS radical 제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비율(7:3, 8:2, 9:1)별로 

각각 0.311 mM Trolox, 0.327 mM Trolox, 0.358 mM Trolox의 

항산화력을 나타내었고, 비교물질로 사용된 BHT의 0.729 mM 
Trolox와 비교하여 약 50% 정도의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었다.

FRAP법은 전자공여 능력을 통해 산화 활성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산화제로 작용하는 Fe3+와 항산화제와의 반

응을 통해 생성된 Fe2+을 흡광도를 통해 정량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측정 결과 역시, 앞선 항산화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는데, 배양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 혼합비율(7:3, 8:2, 
9:1)별로 각각 0.231 mM FeSO4, 0.253 mM FeSO4, 0.298 mM 
FeSO4로 측정되어, 배양 추출물이 많은 혼합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비교물질인 BHT의 항산화력

(1.829 mM)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p<0.05)(Table 3).

4. 관능평가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배양 추출물 혼합액의 간세포 보

호 및 항산화력 실험 결과, 두 물질을 혼합할 경우 상승작용

이 있으리라 추정하였으나, 본 실험범위 내에서는 흑마늘 추

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nd FRAP activity of 
the Hericium erinacium cultiv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AC) and black garlic mixture 

Sample1) TEAC (mM Trolox eq./
mg extract)

FRAP (mM FeSO4 eq./
mg extract)

7:3 0.311±0.0062) 0.231±0.013
8:2 0.327±0.001 0.253±0.004

9:1 0.358±0.003 0.298±0.011
BHT 0.729±0.001 1.829±0.045

1) HEAC: black garlic (ratio)
2) Values represent means±S.D. (n=3)

Table 4. Sensory evaluation1) of Hericium erinacium cultiv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AC)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liquid fructose

Sample Sweetness Bitterness Flavor Thickening Overall acceptability
HEAC+LF 10%2) 3.41±0.963)a 3.41±1.30 3.32±0.89 3.00±1.20 3.91±1.11
HEAC+LF 15% 2.50±1.01b 3.59±1.01 3.45±0.80 3.05±0.84 3.59±1.18

HEAC+LF 20% 2.27±0.98b 3.23±1.19 3.41±0.85 3.05±1.09 3.27±1.12
F-value 5.308**

1) Sensory properties were assessed on 5 point scale where 1=extremely good, 5=extremely bad.
2) HEAC + LF 10%: HEAC with liquid fructose 10%, 3) Values represent means±S.D. (n=22).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at **p<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출물 첨가가 유의적인 상승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
러한 사실은 제품 개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배

양 추출물만으로 음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발효인진쑥의 쓴

맛을 억제하기 위해 액상과당의 첨가량을 달리하면서(10, 15, 
20%) 맛, 향, 농도 및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

하였다(Table 4). 맛은 단맛과 쓴맛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단맛의 경우, 액상과당 15% 또는 20% 첨가 시료가 10% 첨가

시료보다 기호도가 좋게 평가되었다(p<0.01). 한편, 첨가량 15%
와 20%의 차이는 단맛의 기호도에 유의적 영향을 끼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쓴맛과 향, 농도 및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는 액상과당 첨가량 차이에 의한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시료에 대한 기호도

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관능검사요원들이 모두 

대학생인 젊은 층이어서, 익숙하지 않은 인진쑥의 쓴맛과 향

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기인한 듯하다. 한편, 본 실험에서 성

별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자료 미 제공).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진쑥을 기질로 한 노루궁

뎅이버섯 균사체 배양물을 주원료로 한 음료를 제조함에 있

어, 액상과당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맛에 대한 기호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나, 젊은 층(20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액상과

당 첨가만으로는 인진쑥 고유의 부정적 쓴맛과 향을 감소시

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음료를 시판하

기에 앞서 주 고객층 파악을 위한 다양한 연령층(중․장년 

포함)에서의 관능검사가 필요하며, 더불어 액상과당 외에 다

양한 감미료 및 첨가물 첨가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진쑥 배지에서 배양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배양 추출물의 간세포 독성 및 간세포 보호 효과와 

이 배양 추출물에 흑마늘 추출물을 혼합한 혼합액의 간세포 

보호 효과와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배양 추출물의 세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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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농도별로 측정한 결과, 0.05 mg/mL의 농도 이상에서는 

세포생존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양 

추출물의 간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한 결과, 물과 ethanol의 비

율 5:5, 80℃의 조건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간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 추출한 배

양 추출물에 흑마늘을 혼합(배양 추출물:흑마늘 추출물=9:1, 
8:2, 7:3)하여 간세포 보호 효과와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측
정 결과, 간세포 보호 효과는 흑마늘 추출물 첨가 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으며, 항산화력 측정 결과에서는 오

히려 흑마늘 추출물 첨가 비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 흑마늘 추출물의 경우, 적은 농도에서는 

간세포 보호 효과 및 항산화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양 추출물만으로(1.9 Brix, 15%) 액상과당 농

도를 달리하여(10, 15, 20%) 제조한 음료의 관능검사 실시 결

과, 액상과당 농도 차이가 단맛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

었으나, 쓴맛, 향, 농도 및 전반적 기호도에 있어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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