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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ablish optimum extraction condition of Tricholoma matsutake. A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extraction temperature (X1),
extraction time (X2) and water per sample (X3) on dependent variables such as soluble solids contents (Y1),
total phenolics contents (Y2), reducing sugar contents (Y3), electron donating ability (Y4)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Y5).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were predicted and monitor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using SAS program based regression analysis. Soluble solids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were highly affected by water per sample. However, the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reducing sugar were affected by water per sample and extraction temperature as well.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for soluble solids were 34.84 mL/g (water/sample) at 78.85oC, for 3.33 hr. In contrast,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were temperature of 91.00oC, time of 1.62 hr and water per
sample of 39.42 mL/g. Taken together, the optimum ranges for hot water extraction of Tricholoma matsutake
were 70～90

o
C, 2～4 hr and 30～50 m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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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류는 진균류에 속하는 담자균과 자낭균 중 자실체를

형성하는 고등균류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며,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니

고 있어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특히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은 뛰어난 맛과 향기

를 가진 기호식품으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소나

무 숲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름이 8～10 cm으로 표

면이 담황갈색의 섬유상이며 자루는 10～20 cm의 크기에 지

름이 약 1.5～3 cm 정도인 속이 차있는 식용버섯류이다(1,2).

송이버섯은 비타민 B군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 성분이

풍부한 저칼로리 영양식품이다(3,4). 또한 송이버섯의 특유

한 향기성분은 등급 및 조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5-7), 송이버섯에 함유된 다당류는 항산화 효과(8,9), 면역

증강(10-12) 및 항암 효과(13) 등 여러 생리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송이버섯은 대부분 신선한 상태로 소비되지만, 품질이 떨

어지거나 제때에 소비되지 못하면 급속 냉동 후 저장하여

보관하는데, 저장성을 위하여 급속 냉동한 송이버섯의 경우

저장성은 크게 연장되나 생송이 고유의 향이나 맛의 저하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저등급 송이버섯(등외품)은 거의 상

품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송이버섯 관련 가공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2). 그러나 송이버섯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송이버섯을 이용한

소스(14,15), 피클(16)의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 있을 뿐이다. 상품성이 없는 품질의 갈변 표고버섯에

관한 연구(17)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을 상실한 갈

변 표고버섯이 건강기능성 생리활성을 판별하는 가장 일반

적인 지표인 항산화 활성에 있어 생표고버섯이나 건조표고

버섯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상품적 가치가 떨어

지는 송이버섯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경우 소재

로서의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가치가 떨어진 송이버섯을 이

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 열수추출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강복희․이진만․김유경 1207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송이버섯은 경북 봉화에서 구입하여

-70oC deep freezer(HDF-382, Sanyo, Tokyo, Japan)에서

냉동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추출조건 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본 실험에서는 송이버섯 열수추출조건에 따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

ology, RSM)(18)을 이용하여 중심합성실험계획법(19)에 따

라 추출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Xi)로

추출온도(X1: 60, 70, 80, 90, 100
o
C), 추출시간(X2: 1, 2, 3,

4, 5 hr) 및 용매비(X3: 10, 20, 30, 40, 50 mL/g)를 -2, -1,

0, 1, 2의 다섯 단계로 부호화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군은 3개

의 요인변수가 5 수준을 갖도록 중심합성계획에 의해 Table

1과 같이 16구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회귀분석

에 의한 모델식의 예측을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20)을 사용하였으며 추출물의 특성인자

즉 종속변수(Yn)로 가용성 고형분 함량(Y1), 총 페놀성 화합

물 함량(Y2), 전자공여능(Y3), 아질산염 소거능(Y4) 및 환원

당 함량(Y5)을 측정하여 이 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또

한 열수 추출에 있어 추출조건이 송이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된 모델식을 바탕으로 Mathe-

matica program(21)을 이용하여 4차원 반응표면분석으로

해석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 측정

조건별 시료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시험용액 20 mL를

Table 1. The central composite for optimization of extraction
conditions for Tricholoma matsutake

Experiment
number

1)

Extraction conditions

Temperature
(oC)

Time
(hr)

Water per
sample (mL/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70 (-1)
70 (-1)
70 (-1)
70 (-1)
90 (1)
90 (1)
90 (1)
90 (1)
80 (0)
80 (0)
60 (-2)
100 (2)
80 (0)
80 (0)
80 (0)
80 (0)

2 (-1)
2 (-1)
4 (1)
4 (1)
2 (-1)
2 (-1)
4 (1)
4 (1)
3 (0)
3 (0)
3 (0)
3 (0)
1 (-2)
5 (2)
3 (0)
3 (0)

20 (-1)
40 (1)
20 (-1)
40 (1)
20 (-1)
40 (1)
20 (-1)
40 (1)
30 (0)
30 (0)
30 (0)
30 (0)
30 (0)
30 (0)
10 (-2)
50 (2)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항량을 구한 수기에 취한 다음 105
o
C에서 증발 건조시킨 후

그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추출물에 사용된 건물량에 대한

백분율로써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추출액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법(22)에

따라 비색 정량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추출액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시

험은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를 사용한 방

법(23)으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전자공여

능으로 하였다.

EDA (%)＝(1－
시료 첨가시의 흡광도

)×100공시험의 흡광도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각 추출액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24)의 방법으로

520 nm에서 비색정량하여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 0.4 mL를 가한 후 실시하였다.

N (%)＝(1－
A－C

)×100B

N: 아질산염 소거율

A: 1 mM NaNO2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여 1시간 방치 후

흡광도

B: NaNO2 용액의 흡광도

C: 시료 자체의 흡광도

환원당 함량 측정

추출액의 환원당 함량은 dinitrosalicylic acid에 의한 비색

법(25)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적 추출조건의 예측

최적 추출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응변수인 추출물의

특성에 대한 반응표면을 superimposing하여 최적 추출조건

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예측된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건을

설정 후 회귀식에 대입하여 예측값을 구하였으며, 실측값과

비교하여 유의성을 예측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모니터링

송이버섯 추출조건 최적화를 위하여 중심합성계획에 의

한 16구간의 추출조건에 따라 추출시험을 실시하고, 이때

얻어진 추출물을 이용하여 고형분 함량,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전자공여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환원당 함량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응표면 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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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ata on soluble solids content, total phenolics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nitrite scavenging ability
and reducing sugar content of Tricholoma matsutake under different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by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eriment
number

1)
Soluble solids
content (%)

Total phenolics
content (mg%)

Electron donating
ability (%)

Nitrite scavenging
ability pH 1.2 (%)

Reducing sugar
content (m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3
1.19
0.86
1.32
1.01
1.33
1.05
1.34
1.23
1.23
1.06
1.09
1.23
1.03
0.30
1.44

11.28
10.93
12.92
13.74
12.71
13.99
9.57
13.09
14.83
14.91
10.06
8.48
9.88
11.67
5.27
12.48

34.16
41.61
32.13
46.15
40.10
53.73
38.48
47.87
46.83
46.81
35.24
46.62
49.27
45.00
14.14
53.73

34.68
40.64
26.81
52.55
51.28
66.23
29.36
37.66
48.72
48.94
43.40
47.87
52.55
39.15
21.43
68.21

303.60
356.83
296.37
309.17
387.30
444.13
296.43
369.27
420.93
420.14
273.57
345.93
351.80
325.20
221.23
378.20

1)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 by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for hot-water extraction conditions of Gastrodia elata Blume

Response Second order polynomials R
2

Significance

Soluble solids
content

YSS＝－2.488750＋0.061438X1－0.065625X2＋0.066813X3－0.000388X1
2

＋0.001125X1X2－0.025000X2
2
－0.000012500X1X3＋0.003375X2X3－0.000900X3

2 0.8912 0.0257

Total phenolics
content

YTP＝－109.453125＋2.393063X1＋13.740625X2＋0.475188X3－0.014000X1
2

－0.108625X1X2－1.023750X2
2
＋0.005162X1X3＋0.045125X2X3－0.014988X3

2 0.8601 0.0500

Electron
donating ability

YEDA＝－143.714375＋2.978063X1＋7.799375X2＋2.463313X3－0.014725X1
2

－0.124875X1X2＋0.078750X2
2
＋0.001937X1X3＋0.029125X2X3－0.032212X3

2 0.9367 0.0057

Nitrite scavenging
ability pH 1.2

YpH1.2＝－227.633750＋3.882188X1－49.498125X2＋1.882313X3－0.007988X1
2

－0.681625X1X2－0.745000X2
2
－0.010563X1X3＋0.164125X2X3－0.010025X3

2 0.8841 0.0305

Reducing
sugar content

YRS＝－2208.046250＋48.433250X1＋225.936250X2＋15.860000X3－0.276963X1
2

－1.385500X1X2－20.508750X2
2
＋0.079550X1X3－0.305250X2X3－0.302050X3

2 0.9338 0.0065

Table 4. Predicted levels of extraction conditions for the maximum responses of variables by the ridge analysis of Tricholoma
matsutake

Responses X1
1)

X2
2)

X3
3)

Maximum Morphology

Soluble solids content (%)
Total phenolics content (mg%)
Electron donating ability (%)
Nitrite scavenging ability pH 1.2 (%)
Reducing sugar content (mg%)

83.48
78.85
91.00
92.84
87.04

3.44
3.33
1.62
1.59
2.29

42.83
34.84
39.42
36.05
36.61

1.40
15.86
55.64
69.02
446.71

Maximum
Maximum
Saddle point
Saddle point
Maximum

1)
Extraction temperature (

o
C).

2)
Extraction time (hr).

3)
Water per sample (mL/g).

하여 각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식을 얻었으며, 변수별 최적

추출조건과 추출물의 특성 값을 예측한 결과는 Table 3～5

와 같으며, 반응변수에 대한 4차원 반응표면은 추출온도, 추

출시간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변화

중심합성계획에 의해 추출한 송이버섯 추출물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Table 2와 같으며, 반응표면에 대한 회귀식은

Table 3과 같다. 추출조건에 따른 송이버섯 추출물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R2는 0.8912이며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최대

점으로 능선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최대

값은 1.40%로 예측되었고, 이때의 최적추출조건은 Table 4

와 같이 추출온도 83.48
o
C, 추출시간 3.44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42.83 mL/g이었다. Choi 등(26)은 노루궁뎅이 버

섯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이 2.00%라고 보고하였으며, Chung

등(27)에 의하면 전처리 방법에 따른 영지버섯 추출액의 고

형분 함량이 약 0.5～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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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D) (E)

Fig. 1. Response surface plots for soluble solids (A), total phenolics (B), electron donating ability (C), nitrite scavenging ability
(D), reducing sugar content (E) as a function of extraction temperature, time and water per sample of Tricholoma matsutake.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varia-
bles in extraction condition

Extraction
condition

F-Ratio

Extraction
temperature
(
o
C)

Extraction
time (hr)

Water per
sample
(mL/g)

Soluble
solids content

0.45 0.39 11.91***

Total phenolics
content

4.74
**

3.15 7.02
**

Electron
donating ability

3.21
*

0.40 18.30
***

Nitrite scavenging
ability pH 1.2

2.49 3.78
*

7.31
**

Reducing
sugar content

9.82*** 5.53** 13.33***

*
p<0.1,

**
p<0.05,

***
p<0.01.

추출조건별 가용성 고형분 함량의 변화는 Fig. 1-A와 같

이 시료에 대한 용매비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Lee 등(28)이 오미자 추출 시 용매비가 높아질수

록 고형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배초향

추출 시 용매의 양이 증가할수록 추출수율이 높아진다고 보

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29). Table 5와 같이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의 변화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고, 추출조건에 따른 송이버섯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R2는 0.8601이었으

며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최대점으로 능선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의 최대값은 15.86 mg%로 예측되었고, 이때의

최적추출조건은 Table 4와 같이 추출온도 78.85oC, 추출시간

3.33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4.84 mL/g이었다. 추출조

건별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ig. 1-B와 같이 시료에 대한

용매비가 30～40 mL/g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출조건의 영향은 Table 5와 같이 추출온도와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추출시간에 대한 영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

산물의 하나로서 탄소수에 따라 페놀산, 탄닌 및 플라보노이

드 등의 다양한 물질로 나뉠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식물을

대상으로 항산화 활성과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30). 또한, 버섯 추출물의 페놀

성 화합물과 항산화 능력 간에 서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버섯은 자연 항산화물로서의 잠재성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31).

전자공여능의 변화

DPPH를 이용하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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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는 분자 내 radical을 함유하여 다른 free radical들과

결합하여 안정한 complex를 만들고 있어 항산화 활성이 있

는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되며, 이때 고유의 청남색이

엷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색차를 비색정량하여 전자

공여능을 측정한다(23).

중심합성계획법에 의하여 추출한 송이버섯 추출물의 전

자공여능 함량은 Table 2와 같으며, 추출물 함량에 대한 반

응표면의 회귀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송이버섯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에 대한 회귀식의 R2는

0.9367이며,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에 대하여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으

로 능선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공여능의 최대값은 55.64%

로 예측되었고, 이때의 최적추출조건은 Table 4와 같이 추출

온도 91.00oC, 추출시간 1.62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9.42 mL/g이었다. 추출조건에 대한 전자공여능의 변화는

Fig. 1-C와 같이 시료에 대한 용매비가 늘어날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여능에 대한 추출조건의 영향은

Table 5와 같이 추출온도에 약간 영향을 받고 있었고, 시료

에 대한 용매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정범위 내에서 추출시간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의 전자공여능과 관련된 연구로

는 Lee 등(31)이 버섯류의 유기용매 추출물에 대한 전자공여

능을 보고한 바 있으며, Kim 등(32)이 보고한 새송이버섯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과에서 새송이버섯 열수추출물의 전

자공여능이 갓은 58.39%, 대의 경우 21.42%로 조사되었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변화

추출조건별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Table 2와 같으

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표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 변수에 따른 반응변수에 대한 회귀식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pH 1.2의 반응조건에서 송이버섯 추출물의 아질산

염 소거능에 대한 회귀식의 R
2
는 0.8841이며, 5% 이내의 유

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

으로 최대값은 69.02%이었으며 이때의 추출조건은 추출온

도 92.84
o
C, 추출시간 1.59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6.05

mL/g이었다(Table 4). pH 1.2의 반응조건에서 아질산염 소

거능에 대한 추출조건의 영향은 Table 5와 같이 추출시간과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추출온도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원

반응표면 분석결과 Fig. 1-D와 같이 시료에 대한 용매비가

높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질산염은 육제품의 발색과 방부역할을 목적으로 햄, 소

시지 등의 여러 가공식품에 첨가되고 있다. 또한 단백질 식

품이나 의약품 및 잔류농약 등에 존재하는 2급 및 3급 아민

등의 아민류와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3).

따라서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키는 것이 발암성

의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련연구로는 유자(34), 대나무(35), 버섯류(31)

의 아질산염 소거능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Choi 등(36)은

녹차분말 첨가 소시지의 아질산염 잔유량과 저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환원당 함량의 변화

중심합성계획에 의해 추출한 송이버섯 추출물의 환원당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송이버섯 추출물의 환원

당 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R2는 0.9338이며, 1% 이내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최대점으

로 최적추출조건은 Table 4에서와 같이 추출온도 87.04oC,

추출시간 2.29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6.61 mL/g이었

으며, 이때의 최대값은 446.71 mg%이었다.

추출조건에 따른 환원당 함량은 Fig. 1-E와 같이 추출온

도 80～90oC, 시료에 대한 용매비 30～45 mL/g의 범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Table 5와 같이

추출온도와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추출시간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 추출조건의 예측 및 실증

송이버섯의 추출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효성분의 함

Table 6. The range of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for
maximum response variables by superimposing response
surface of soluble solids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Extraction conditions
Range of predicted condition

(optional point)

Temperature (
o
C)

Time (hr)
Water per sample (mL/g)

70～90 (80)
2～4 (3)
30～50 (40)

Fig. 2. Superimposed response surface plot for optimization
of soluble solids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as a function of extraction temperature,
time and water per sample of Tricholoma matsu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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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between predicted and observed value
f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extracts

Physicochemical
properties

Predicted
value (A)

1)
Observed
value (B)

2)
B/A×100
(%)

Soluble solids
content (%)

1.39 1.42 102.16

Total phenolics
content (mg%)

15.29 13.80 90.26

Electron donating
ability (%)

51.11 48.50 94.89

Nitrite scavenging
ability pH 1.2 (%)

55.16 52.13 94.51

Reducing sugar
content (mg%)

423.81 435.27 102.70

1)
Calculated using the predicted equations for response variables.
Given values of independent variables: extraction temperature
80
o
C, extraction time 3 hr, water per sample 40 mL/g.

2)Mean values of triplicates determinations.

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출조건 및 항산화적 특성을

만족시켜주는 조건을 얻기 위해 고형분 함량, 전자공여능

및 아질산염 소거능의 반응변수를 이용하여 각 반응표면을

중첩(superimposing)하여 최적 추출조건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 송이버섯 열수추출의 최적조건 범위는 Table 6 및 Fig.

2와 같이 추출온도 70～90
o
C, 추출시간 2～4 hr, 시료에 대한

용매비 30～50 mL/g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측값에 대

한 모델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된 최적 조건 범위

내에서 임의의 추출조건 즉, 추출온도 80
o
C, 추출시간 3 hr,

시료에 대한 용매비 40 mL/g으로 추출하여 이화학적 특성

을 측정한 결과, Table 7에서와 같이 임의의 조건에서의 예

측값과 실제 실험치를 비교하였을 때 예측된 값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송이버섯의 최적 추출조건 예측을 위해 추출온도(60, 70,

80, 90, 100oC), 추출시간(1, 2, 3, 4, 5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10, 20, 30, 40, 50 mL/g)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심합

성계획에 따라 16구간의 열수추출조건을 설정하였다. 각 추

출물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으로 가용성 고형분 함량, 총 페

놀성 화합물 함량, 전자공여능, 아질산염 소거능 및 환원당

함량을 조사하였다. 각 특성에 대하여 SAS program을 이용

하여 회귀분석 후 최적 추출조건의 예측과 반응표면에 의한

추출특성을 모니터링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 전자공여

능 및 아질산염 소거능은 시료에 대한 용매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환원당

함량은 추출온도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의 영향을 모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이버섯의 효율적인 추출을

위하여 열수에서 추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용성 고형분 함

량의 최적 추출조건은 추출온도 83.48oC, 추출시간 3.44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42.83 mL/g이었으며,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에 대한 최적추출조건은 추출온도 78.85oC, 추출

시간 3.33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4.84 mL/g이었다.

전자공여능에 대한 최적조건은 추출온도 91.00
o
C, 추출시간

1.62 hr 및 시료에 대한 용매비는 39.42 mL/g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여 송이버섯의 이

화학적 특성에 대한 최적추출조건을 중첩(superimposing)

한 결과 추출조건의 범위는 추출온도 70～90oC, 추출시간

2～4 hr, 시료에 대한 용매비 30～50 mL/g으로 각각 예측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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