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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첨가가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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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improve the healthy properties of puffer fish broth, which has been utilized in Korean and Japanese 
food. Various healthy foods such as garlic, onion, mushroom, and cauliflower were added as ingredients to pufffer fish stock, 
and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each stock was measured by assaying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educing power and amount of polyphenol. Shiitake was the most effective in increasing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puffer 
fish stock. The high antioxidative activity of shiitake mushroom seems to be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polyphenol 
content in puffer fish broth.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puffer fish stock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amount 
of added shiitake, which in turn was due to the increased amount of total polyphenol in th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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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소는 호흡을 하는 모든 호기적인 생물에게 산화를 통하

여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소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산소는 에너지를 획득하는 호흡과정 

또는 환경에 따라서 해로운 물질로 전환된다. 산소는 호흡과

정 또는 환경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하며, 반응성이 높은 라디

칼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으로 전환된

다. 활성산소종에 초과산화물 라디칼(superoxide radical), 일
중항산소(singlet oxyge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와 하

이드록시 라디칼(hydroxy radical)이 있다. 활성산소종은 반응

성이 매우 높아 생체내에서 효소와 같은 단백질을 불활성화

하고, 다당류를 분해하며, DNA의 절단과 생체막의 파괴에 

의하여 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활성산소종을 생성

하는 환경요인으로는 약물의 과용, 오염 환경에 노출 및 방

사선 노출 등이 있다(Choi 등 2006; McKee & McKee 2009). 

식습관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체내에 활성산소종이 축적은 

고혈압, 암, 동맥경화, 심근경색,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

이머병 등 많은 질병 및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활성산소종은 생물체에서 항산화효소에 의하여 분

해되거나 항산화제(antioxidant)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 생
물체내의 항산화효소에는 superoxide dismutase, peroxidase 
및 catalase가 있으며, 이들 효소는 활성산소종을 분해하여 물

을 생성시켜 무독화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는 라디칼

에 전자를 제공하여 환원시켜 라디칼을 제거한다(McKee & 
McKee 2009).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수천

년 동안 식품 및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버섯류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표고버섯은 고 영양 식품으로, 다
양한 생리활성도 함유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부패되기 쉬우

므로,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건조가 필요하며, 건조 방법과 

정도에 따라서 영양가 및 생리활성에는 차이가 생긴다.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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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3)은 다양한 건조방법 중에서 50℃에서 통풍 건조하는 

것이 총 페놀, 아미노산, 우론산, 중성 당 함량이 높고, 아울러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Ko 등(2008)은 표고버섯

은 UV-B로 조사하여 표고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상승함을 보고하였다. 표고버섯에는 항산화, 항암, 항
당뇨, 항염증, 저혈압, 저콜레스테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

이 보고되었다(Mizuno 등 1995; Zhang 등 2007; Sasidharan 등 

2010). 표고버섯에 존재하는 다당류인 lentinan은 항암, 항바

이러스 및 항균에 작용하는 활성물질이며(Hearst 등 2009), 
eritadenine(2(R),3(R)-dihydroxy-4-(9-adenyl)butyric acid)은 표고

버섯 저콜레스테롤 작용을 하는 활성으로 보고되었다(Kaneda 
등 1964). 쥐에 관한 동물실험에서 eritadenine을 식이에 첨가

한 쥐에서 콜레스테롤 수준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Sugiyama 
등 1993). Minato 등(1999)은 상온에서 저장한 표고버섯은 항

암활성인 lentinan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나, 저온에서 보관

한 경우에는 lentinan의 분해가 적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표

고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lentinan 분해효소인 glucanase의 작

용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표고버섯을 상온에서 

저장하는 경우에 표고버섯의 갈변을 유발하는 polyphenol oxi- 
dase의 활성이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Hendayani 등(2011)은 

쥐에서 표고버섯을 첨가한 고지방 식이는 체중, 중성지방 

및 총 지질의 증가를 억제함을 확인하였고, Shouji 등(2000)
은 표고버섯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표고

버섯의 물 추출물은 지방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

가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은 추출물에 존재하는 페놀 함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Cheung & Cheung 
2005; Cheung 등 2003).

복어는 우리나라 및 일본 연근해에 40여종이 서식하고 있

으며, 식용으로 사용하는 복어류에는 밀복, 자주복, 황복, 참
복, 은복, 까치복, 복섬, 검복 및 졸복 등 10 여종이 있다(Yoon 
등 2009). 복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IMP의 함량도 많은 식미가 우수한 식품이다. 복어

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복어가 지니는 독성(Jang 등 2003; Jeon 
등 2000), 복어 육과 껍질 농축물의 이화학적 특성(Kim 등 

2010), 부산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복어류의 독성(Jeong 등 

1994), 복어의 정미성분(Yun 등 2009), 저장 중 이화학적, 기
계적, 관능적 특성(Mun 등 2012a) 및 저장에 따른 아미노산 

및 핵산성분 변화(Mun 등 2012b) 등이 있다. 그리고 복어를 

새로운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밀가루에 복어 분

말을 5% 첨가하여 국수를 제조하는 경우에 국수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기호도 면에서 우수

하다고 보고되었다(Park 등 2013).
육수는 궁중에서 왕에게 바치기 위하여 만든 것에서 유래

하였으며, 고기국물을 의미한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

양한 육수가 개발되었다. 육수의 재료로는 버섯, 멸치, 다시

마, 닭, 조개, 가다랑어, 양지머리, 새우 등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된 phytochemical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육수의 항산화 활성

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 최근에 동양 면 요리 육수의 항산

화 활성 비교에서 일본식 육수가 상대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Kim & Park 2013). 그러나 복어육수에서 

항산화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수행된 것이 미미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항산화 활성이 높

고,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는 표고버섯(Zhang 등 2007; Zhang 
등 2013)을 복어육수의 재료로 사용하여 표고버섯의 첨가가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여 복어육수의 기능성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복어는 검은 밀복으로 부산시내 수산시

장에서 구입하였고, 양파, 표고버섯, 마늘, 컬리플라워는 부

산시내의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그리고 gallic acid, BHT, Folin- 
Ciocalteur 시약, 2,2'-azinobis 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등 실험에 사

용된 사용한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서 흡광도 측정에는 spectrophoto- 
meter(Ultraspec 3000, Pharmacia Biotech, England)를 이용하

였다.

2. 복어육수의 제조
냉동된 복어(5마리)를 실온에서 해동하고, 독을 제거하였

다. 그리고 독을 제거한 복어뼈를 수집하여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끓는 물에서 데치기를 하였다. 그리고 맑은 육수를 위

해 즉시 얼음물에 담근 후 육수제조의 재료로 이용하였다. 복
어뼈(380 g)는 물 1.5 L를 넣어 뚜껑을 덮고 열탕을 하였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5분간 계속 열탕 후, 거품

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즉시 얼음물로 육수를 식힌 

후, 여과하여 복어육수의 실험재료로 이용하였다. 100 g의 마

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플라워를 각각 복어육수 1.0 L에 

첨가하여 열탕 하였으며, 끓기 시작한 후 30분이 경과 후에 

불을 약하게 하여 각각의 식품재료가 복어육수에 추출되게 

하였다. 제조한 복어육수는 얼음물로 식혀서 본 실험의 재료

로 이용하였다.

3. 복어 육수의 항산화 실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구입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용액에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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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고, 진탕하여 분광광도계의 흡광도 값이 520 nm에서 

1.0~1.2가 되도록 에탄올을 가하였다. 그리고 복어육수 시료 

용액 0.2 mL에 DPPH용액 0.8 mL를 가하여 10분 동안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용액대

신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가하여 진탕하고, 방치한 후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Blois 1958).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

래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Control absorbance
Sample absorbance ×

4.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은 Re 등의 방법을 변형하

여 실시하였다(Re 등 1999).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을 

위한 시약은 7.4 mM 2,2'-azidobis 3-ethyl 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혼

합한 후, 실온인 암소에서 24 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1.4~1.5가 되도

록 에탄올을 가하여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

제된 ABTS 용액 950 μL에 시료 50 μL를 첨가한 후 10분 후

에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용액대

신에 같은 양의 증류수를 가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
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Control absorbance
Sample absorbance ×

5. 환원력 측정
환원력의 측정은 Oyaizu(1986)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환원력의 측정은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0 μL와 1% potassium ferricyanide 250 μL, 그리고 시료 

100 μL를 가하고 진탕하였다. 그리고 혼합용액을 50℃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으며, 반응 후에 10% trichloroacetic acid 
250 μ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 후에 상등액만을 500 μL 취한 후 증류

수 500 μL, 0.1% ferricchloride 100 μL를 가하고, 혼합한 반응

액의 흡광도를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환원력의 표준물질

은 BHT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고, 시료의 환원력은 

복어육수 1.0 mL에 해당하는 환원력을 BHT의 용량(mg)으로 

표시하였다.

6.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 Denis(1912)법을 일부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의 측정 방법으로 먼저 시

료 400 μL에 2배로 희석한 Folin 시약 400 μ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3분간 방치한 후에 400 μL의 10% Na2CO3를 첨가

하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70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표준곡선은 다양한 농

도의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복어육수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은 gallic acid에 해당하는 양으로 표기하였다.

7.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험 그룹 간 비교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Duncan's multiple-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품재료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화
항산화 활성의 측정에 사용한 복어육수는 복어의 뼈만을 

이용하여 실험방법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육수

의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라디칼의 소거능을 측정하는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산화상태를 환원시

키는 환원력도 측정하였다. 라디칼은 강력한 산화력을 지니

는 물질로서 질병을 유발하는 등 유해한 물질이며, 라디칼

을 제거하는 물질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리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라디칼을 소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에 유익한 식

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마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플라워를 

복어 육수 부피의 10%(w/v)를 첨가하여 실험방법에 따라서 

복어육수를 제조하고, 첨가한 식품이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Table 1). 식품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군(A)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94±0.47%로 낮았으

나, 마늘(B), 양파(C), 표고버섯(D) 및 컬리플라워(E)를 첨가

한 복어육수는 9.09±0.22, 20.30±0.13, 97.38±2.52 및 73.39± 
2.76%였다. 육수 추출에 첨가한 식품 중에서 표고버섯이 첨

가된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을 가장 높았고, 컬리플라워 첨

가 육수도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그러나 양파 및 마늘을 

첨가한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DPPH 
라디칼을 50% 제거하는데 필요한 육수의 양으로 정의되는 

IC50은 표고버섯이 첨가된 육수(D)는 4.75±0.13%였으며, 컬리

플라워를 첨가한 육수에서는 IC50은 6.76±0.25%였다. 복어육

수 제조에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A), 마늘을 첨가한 

육수(B) 및 양파를 첨가한 육수(C)는 항산화력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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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DPPH RSA IC50 ABTS RSA IC50

A 1.94±0.47 - 21.84±0.61 -
B 9.09±0.22 - 31.03±0.28 -
C 20.30±0.13 - 45.42±0.17 -

D 97.38±2.52 4.75±0.13. 95.26±2.71 1.87±0.49
E 73.39±2.76 6.76±0.25 88.35±2.36 3.12±0.85

The amounts of added foodstuff were 10%(w/v).
Thes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ymbols: A, control(puffer fish stock); B,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garlic; C,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onion; D,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shiitake mushroom; E,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cauliflower.

Table 1. Effect of added garlic, onion, shiitake mushroom, cauliflower on reducing power and amount of polyphenols in 
puffer fish stock

미약하였다.
복어육수에 함유되어 있는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도 

조사하였다. Table 1에서 식품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육수(A)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21.84±0.61%였으나, 마늘

(B), 양파(C), 표고버섯(D) 및 컬리플라워(E)를 10%(w/v) 첨
가한 복어육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31.03±0.28, 
45.42±0.17, 95.26±2.71 그리고 88.35±2.36%였다. 따라서 복어

육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표고버섯, 컬리플라워, 양파, 
마늘 첨가 및 무첨가 대조군 순이었다. 복어육수의 ABTS 라
디칼 소거능도 DPPH 라디칼 소거능과 같이 표고버섯이 첨가

된 육수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각각 육수의 IC50은 무첨가

(>1,000), 마늘(>1,000), 양파 (>1,000), 표고버섯(1.87±0.49%) 
및 컬리플라워(3.12±0.85%)로 표고버섯 첨가 육수가 IC50이 

가장 낮았다. 표고버섯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은 1.87±0.49%로 DPPH 라디칼 소거능

의 IC50인 4.75±0.13%보다 낮았다. 따라서 복어육수는 ABTS 
라디칼을 DPPH 라디칼보다는 더 잘 소거하였으며, 컬리플라

워를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 육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ABTS 라디칼은 다양한 pH 범위에서 항산화제와 잘 

반응하며(Lemańska 등 2001), 친수성 및 소수성 용액에서 모

두 잘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Awika 등 2003). 본 연구에서도 

육수에 존재하는 항산화 활성이 DPPH보다 ABTS에 잘 작용

하였다.
Fig. 1은 복어육수의 제조 시 마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

플라워를 복어육수의 10%(w/v)를 첨가하여 실험방법에 따라 

복어육수를 제조한 후, 복어육수에 존재하는 환원력 및 총 페

놀함량을 측정한 것이다. Fig. 1(A)은 각 복어육수의 환원력을 
BHT로 환산하여 표기한 것으로 복어육수 1 mL에 해당하는 

BHT의 양을 BHT의 표준곡선에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육
수제조에 이용한 식품재료 중에서 표고버섯(D) 첨가 육수의 

환원력이 가장 높았으며, 컬리플라워(E), 양파(C), 마늘(B) 첨

가 및 무첨가 대조군(A) 순으로 유의적으로 환원력이 높았다. 
표고버섯을 첨가한 복어육수가 항산화 활성 측정에 사용한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그리고 환원력 

측정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보였으며, 컬리플라워, 양
파, 마늘 및 무첨가 대조군 순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

다. 표고버섯에 존재하는 항산화 활성은 가열에 의하여 증가

한다고 보고되었으며(Choi 등 2006), 보라색 가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가열방법에 의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ABTS 라
디칼 소거능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Chumyam 등 2013). 
표고버섯은 가열에 의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므로, 가열

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육수에 적합한 식품으로 여겨진다.
식품에 존재하는 항산화 활성은 주로 총 폴리페놀 화합물

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마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플라워를 첨가한 복어육수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을 측

정하였다(Fig. 1B). 첨가한 식품재료로 제조한 복어육수 중에

서 표고버섯(D)을 첨가한 복어육수에 총 폴리페놀이 가장 

많았고, 컬리플라워(E)를 첨가한 육수에서도 상대적으로 총 

폴리페놀이 많았다. 그리고 양파(C)와 마늘(B)을 첨가한 복어

육수 사이에는 총 폴리페놀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며, 함량은 표고버섯이나 컬리플라워 첨가 육수에 비하여 적

었으나, 대조군 복어육수(A)에 비하면 유의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복어육수의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

거능 및 환원력과 같은 항산화 활성은 복어육수에 포함되어 

있는 총 폴리페놀의 함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2. 표고버섯의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변화
표고버섯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가 다른 식품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에 비하여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

페놀 함량이 높았으므로, 첨가하는 표고버섯의 농도에 따른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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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Reducing power(A) and polyphenol content(B) of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garlic, onion, shiitake mushroom, 
cauliflower. The amounts of added foodstuff were 10%(w/v). a~e Mean i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Thes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ymbols: A, control; 
B,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garlic; C,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onion; D,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shiitake 
mushroom; E,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cauliflower.

표고버섯의 농도를 0, 2, 4, 6, 8 및 10%(w/v)로 다양하게 

복어육수에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의 DPPH 라디칼 소거

능(Fig. 2A), ABTS 라디칼 소거능(Fig. 2B) 및 환원력(Fig. 2C)
을 조사하였다. 표고버섯이 첨가된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 
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은 표

고버섯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측정한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Cheung 등(2003)은 식품에서 총 폴리페놀

의 함량이 높으면 식품의 항산화 활성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 Turkmen 등(2005)은 추출한 마테차에서 총 페

놀함량과 항산화 활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첨가하는 표고버섯의 양이 증가하면 복어

육수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표고버섯에서 추출되

어 복어육수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어 육수 제조에 첨가하는 표고버섯의 양에 

따른 복어육수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Fig. 
2(D)에서 복어육수에 표고버섯을 첨가함에 비례하여 복어육

수에 폴리페놀 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표고버섯 첨가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Dermiki 등(2013)은 건조한 표고버섯을 열수에서 

추출한 추출액이 저온에서 추출한 추출액에 비하여 맛 성분

인 5'-뉴클레오티드의 함량이 높았으며, 저온에서 추출한 경

우에는 표고버섯 특유의 휘발성성분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첨가하는 복어육수를 제조하는 

것은 복어육수의 항산화 활성뿐 아니라, 육수의 맛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고버섯에 존재하는 lentinan은 항암, 
항바이러스 및 항균활성(Hearst 등 2009), 그리고 eritadenine 
(2(R),3(R)-dihydroxy-4-(9-adenyl)butyric acid)은 저콜레스테

롤 활성으로 보고되었다(Kaneda 등 1964). 따라서 표고버섯

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표고버섯이 첨가된 복어육수는 생리활

성,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는 마

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플라워를 육수제조에 이용하고, 각 
복어육수의 환원력,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

능 및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복어육수 제조에 이용한 

식품재료 중에서 표고버섯을 첨가한 경우에 복어육수의 환

원력,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이 가장 높

았고, 또한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많았다. 복어육수를 대조

군으로 하고, 여기에 마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리플라워를 

10%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각

각 9.09±0.22%, 20.30±0.13%, 97.38±2.52% 및 73.39±2.76%였

다. 그리고 식품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육수의 ABTS 라
디칼 소거능은 21.84±0.61%였으나, 마늘, 양파, 표고버섯 및 컬

리플라워를 첨가한 복어육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31.03±0.28%, 45.42±0.17%, 95.26±2.71% 그리고 88.35±2.36%
이었다. 따라서 식품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어육수의 ABTS 라
디칼 소거능도 표고버섯, 컬리플라워, 양파, 마늘 및 무첨가 

순으로 높았다. 복어육수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표고버섯이 첨가된 육수가 가장 높았다. 표
고버섯을 첨가한 복어육수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은 

1.87±0.49%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인 4.75±0.13%에 

비하면 낮으므로 복어육수는 ABTS 라디칼을 DPPH 라디칼 

보다는 더 잘 소거하였다. 그리고 컬리플라워를 첨가한 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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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B), reducing power(C)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D) of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garlic, onion, shiitake mushroom, cauliflower. The amounts of added foodstuff 
were 10%(w/v). a~d Mean i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These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ymbols: A, control; B,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garlic; C,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onion; D,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shiitake mushroom; E, puffer fish stock added with cauliflower.

육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복어육수 추출에 첨

가하는 표고버섯의 농도를 2, 4, 6, 8 및 10%(w/v)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복어육수의 환원력,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경우에 첨가하는 표고버섯의 첨가

량에 비례하여 복어육수의 환원력,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농도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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