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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

류 주름버섯목 송이과(Tricholomataceae)에 속하며, winter 

mushroom 혹은 golden mushroom이라 하고, 우리나라

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저온성 버섯으로

(Chang과 Miles, 1992) 주로 팽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감

나무 등 활엽수의 고사목에 기생한다. 

팽이버섯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면 100g당 탄수화물 

6.1g, 단백질 1.4g, 식이섬유 2.9g, 무기질 칼슘 405mg, 

철분 1.8mg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으로는 비타민C가 

12.0mg, B1 0.24mg, B2 0.34mg, 나이아신 5.20mg이 존

재하고, 아미노산중에서는 글루탐산 149mg과 알라닌이 

263mg으로 높은 편이다.  지질성분은 거의 없고, 에너지는  

g당 2kcal로 우수한 영양급원이다(국가표준 식품성분표 농촌

진흥청, Breene 1990).  이 외에도 항암작용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Komatsu 등, 1963; 이, 1993), 팽이버섯 자

실체 추출성분 중 단백성 다당류가 항암성분이 있다고 하였

다(Woo, 1993).  당질은 주로 trehalose 등 당류와 mannitol, 

arabitol 등 당알코올로서 에너지원이 아닌 정미성분이며, 

수용성 다당류가 항암작용을 나타내고, 비타민 B1 및 B2, 

niacin, folic acid 및 ergosterol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

히 다른 버섯에 비해 taurine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과 신, 1991; Kataoka와 HaOhnishi, 1986.).

버섯류은 타 작물에 비하여 조직이 연하고, 다양한 효소

의 활성이 높아 색상 및 조직변화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Dicer와 Dost, 1996), 팽이버섯은 랩트레이에 포장하

여 1℃에 저장하는 경우 15일 동안 선도가 유지된다고 하

였고(송 등, 1993), 방담필름으로 포장하여 0~2℃ 저장시 

28일(지 등, 1995), 진공포장은 10℃에서 9일간 품질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황, 1995).  버섯은 수확 후에도 

생장하므로 갓의 개열, 갓두께와 대굵기가 굵어지며, 대길

이가 길어지는 등의 변화가 있으며, 영양원을 이용하여 생

육 및 호흡이 진행되므로 자실체의 성분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저장기간 중 자실체와 균사의 호흡에 기질로 

사용되는 주요 가용성 탄수화물은 mannitol과 trehalose으

로 알려져 있다(Hammond와 Nichols, 1975). 

본 연구는 버섯에 대한 자실체의 당성분 종류 및 함량에 

대한 자료가 각기 다르며,  변화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원

인으로 품종 및 저장에 관련한 부분일 것으로 예상하여, 갈

색 및 백색 계통의 품종을 공시하여  저장기간별 자실체내

의 당 종류 및 함량변화를 조사하였다. 

팽이버섯의 저장기간 및 품종별 자실체내의 당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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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ter mushroom was monitor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torage temperature on its quality during the storage and 
distribution phase. In measuring its quality, the contents of saccharides were quantified with its fruiting bodies using HPLC. Although it 
has been known to be difficult to separate saccharide isomers, our results indicated that Grace Prevail carbohydrate ES 5µcolumn was 
the best in the separation to analyze the saccharide out of six columns used in this study. In our results, xylose was the main component 
of saccharide in the fruiting body of winter mushroom(White line mushroom:47.68㎎/g, brown line mushroom: 63.28㎎/g). In long-term 
storage, the total amount of saccharide tended to increase, but trehalose content of the disaccharide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paramount amount of lactose and myo-inositol contents in long-term storage at 4℃, lactose wasn’t detected when stored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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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실험에 사용된 팽이버섯은 Table 1과 같이 농촌진흥청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존되어 있는 ASI(Agricultural 

Sciences Institute, Suwon, Korea) 균주 중 8종으로 경기

도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버섯과 버섯 재배사에서 직접 

재배하였다. 2010년 4월 초부터 균사배양을 시작으로 7월

에 수확하였으며 팽이버섯의 표준재배법(차 등, 1989)에 따

라 재배하여 균질한 시료를 얻었다.

Table 1. Tested variety and strains

Color of pileus Number of strains Name

White line

aSi 4021 Paengi-1

aSi 4031 Paengi-2

aSi 4153 Baengno

aSi 4166 Paengi(Jinju)

Brown line

aSi 4065 —

aSi 4103 —

aSi 4149 —

aSi 4151 Galmoe

공시재료의�포장

수확 후 저장을 위해 진공포장롤(PE film)과 진공포장기

(Zeropack Premium IS-500)를 이용하였다. 포장 후 무게를 

측정하고, 각각 4℃와 -1℃의 저장고에 저장하면서 형태적 

특성과 성분분석용 시료는 매 7일 간격으로 취하였다.

자실체의�당�함량�분석조건�

당�시료�조제

1주일 간격으로 형태적 특성 검정이 끝난 버섯을 동결건조 

후 mixer로 분쇄하여 powder 형태의 시료를 얻었다. 동결건

조 분말시료 0.5g을 85% EtOH 25㎖로 shaking incubator에

서 48h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1㎖를 취해 

speed- vacuum(Hanil, KR/AUTOSPIN 4080C)으로 농축

하였다. 농축액을 3차 증류수 200㎕에 용해한 후 syringe 

filter(Whatman PVDF syringe filter 13㎜, 0.3㎛)로 여과

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에�의한�당�분석

당 분석에 Waters 515 HPLC pump, Waters 717plus 

auto-sampler, Waters 410 Differential Refractometer 

detector, Waters pump control module, Empower pro 

software를 이용했다. Grace Prevail carbohydrate ES 5   

(250×4.6㎜) 분석 column과 Grace Prevail carbohydrate 

ES 5㎕ guard column (7.5×4.6㎜)을 사용했으며, 이동상

은 75% acetonitrile 용액을 isocratic mode로 흘려주었다. 

Injection volumn은 10㎕를 주입하였고, RI detector(30℃)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Table 2. Analysis condition of HPLC for carbohydrate

instrument : Waters 515 hPlC pump

  Waters 717plus auto-sampler

  Waters pump control module

Column : Grace Prevail carbohydrate eS 5  (250 × 4.6㎜)

:  Grace Prevail carbohydrate eS 5  guard column 
(7.5 × 4.6㎜)

Mobile phase : 75% acetonitrile

detection : Waters 410 differential refractometer detector

flow rate : 1 ㎖/min (isocratic mode)

injection volume : 10㎕

oven temperature : 30℃

Software : empower pro

당�표준물질

당 표준물질은 3차 증류수에 용해시켜 각 농도별 표준용액

을 조제하여 HPLC로 분석하여 peak area로부터 검량선을 작

성한 후에 시료 내 성분량을 정량하였다. 표준품은 Supelco사

의 monosaccharide kit, disaccharide kit, oligosaccharide 

kit, sugar alcohol kit)를 사용하여 팽이버섯에 대한 성분을 

확인하였으며, 이 후에는 팽이버섯 시료에 포함된 fuctose, 

glucose, glycerol, lactose, mannitol, myo-inositol, ribose, 

sorbitol, trehalose, xylose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팽이버섯�자실체의�당�함량�

단당류

팽이버섯 자실체의 당을 분석 확인한 결과 단당류로는 

xylose 및glucose, ribose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fructose는 

전체가 아닌 몇몇 sample에서만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각각의 성분들은 저장온도에 따른 차이의 확인이 곤란하였

다(Tab.3).

Xylose는 백색계열과 갈색계열에서 모두 가장 자실체 내

의 당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함유되어 있었으며, 수확시 

백색계열은 49.7㎎/g, 갈색계열 60.6㎎/g으로 갈색계통의 

평균값이 약간 높았다.  처리기간 중의 함량변화의 평균값

은 저장온도 4℃에서는 백색계열은 54.58㎎/g, 갈색계열은 

61.86㎎/g, -1℃에서는 백색계열은 54.45㎎/g, 갈색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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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g이었다.  저장온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갈

색계열의 버섯이 함량이 높게 나타냈다.  Glucose는 자실체 

내의 당성분 종류 중 낮은 함량을 보이는 당이었다.  저장온

도 4℃에서는 백색계열은 0.72㎎/g, 갈색계열은 0.81㎎/g, 

-1℃에서는 백색계열은 0.68㎎/g, 갈색계열은 0.70㎎/g이

었다. 저장온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갈색계열의 버

섯이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Ribose는 저장온도 4℃에서는 

백색계열은 6.45㎎/g, 갈색계열은 5.76㎎/g, -1℃에서는 백

색계열은 11.53㎎/g, 갈색계열은 6.06㎎/g이었다. 저장온도

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갈색계열의 버섯이 함량이 낮

게 나타났다. 즉 단당류의 자실체의 성분함량은 저장온도에

서는 -1℃ 처리구가 높은 경향이며, 계통별로는 성분에 따

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Xylose는 백색계열과 갈색계열에서 모두 가장 자실체 내

의 당성분 종류중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으며, 백색 및 

갈색계통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1).  

수확후 저장이 진행되면서 백색계열에서 ASI4021 균주

의 함량이 가장 낮았고, 균주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으며, 저

장기간이 증가하면서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갈

색계열에서 ASI4103 균주는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모

든 균주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장온도 처

리간의 비교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Xylose는 다른 버섯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며, 발

견되더라도 그 함량이 매우 낮은 것이 보통이다(Kim, 2009; 

Lee, 2009).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glyconutrients에 포

함되는 중요 8대 당 증의 중의 한 성분이며(Martin, 1998; 

Table 3. Changes of monosaccharide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temperature and period 

Temp.of 
Storage 

line Monosaccharide
Period of storage(day)

average
0 7 14 21 28 35 42 47

4℃

White

Xylose 49.7 49.7 58.7 56.6 57.1 54.4 52.8 57.6 54.58

Glucose 0.5 0.7 0.6 0.8 0.7 0.8 0.8 0.9 0.72

ribose 1.8 2.4 8.4 3.2 3.9 9.3 9.7 12.9 6.45

Brown

Xylose 60.6 56.4 57.0 62.0 64.9 56.7 66.7 70.6 61.86

Glucose 0.7 0.6 0.6 0.8 0.8 0.9 1.0 1.1 0.81

ribose 3.8 2.8 2.8 4.0 4.5 4.9 5.9 17.4 5.76

-1℃

White

Xylose 49.7 49.6 51.3 54.3 56.5 56.6 59.0 58.6 54.45

Glucose 0.5 0.5 0.5 0.6 0.7 0.7 0.9 1.0 0.68

ribose 1.8 2.0 2.0 10.9 2.6 13.7 29.2 30.0 11.53

Brown

Xylose 60.6 60.9 59.8 65.5 64.8 68.0 70.1 68.0 64.71

Glucose 0.7 0.5 0.6 0.6 0.7 0.7 0.9 0.9 0.70

ribose 3.8 1.2 17.9 2.5 3.1 10.3 15.1 18.6 9.06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1. Changes of xylose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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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2003; Donald, 2008), 일반적으로는 기능성 감미

료로서 제과류나 의약품, 구강위생제 등에 사용되고 있으

며, 충치예방 등 기능을 갖고 있어 버섯유래 천연재료로 활

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Glucose의 함량은 0.7㎎/g 내외로 매우 낮으며, Fig. 2와 

같이 백색계열의 버섯에서는 저장기간에 따라 함량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ASI 4021은 4℃와 -1℃에서 모두 다른 

품종보다 glucos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시료에 

따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Fig 2). 

Ribose는 수확후 버섯에서는 백색계열의 평균함량은 

1.8㎎/g, 갈색계열은 3.8㎎/g 내외 이였으며, Fig. 3과 같

이 품종에 따른 함량변화에서는 ASI 4021, 4031, 4153균

주는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

이고 있으나, ASI 4031의 경우에는 저장온도 -1℃ 처리에

서 특이적으로 ribose의 양이 55.05㎎/g까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ASI 4066 균주에서는 49일 시료에서 높

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양송이, 느타리버

섯 등의 버섯들은 당 주성분 및 함량의 차이는 있으나  대

부분은 mannitol(Wannet, 2000; Lee, 2009; 홍 등, 1988) 

trehalose(홍 등, 1988; Yoshda, 1987; Yoshda, 1979)가 

주성분이었다.  하지만 팽이버섯은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xylose 으며, mannitol과 trehalose은 소량 함유하고 있어 

버섯의 종류에 따라 당 성분종류 및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2. Changes of Glucose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period.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3. Changes of ribose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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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류

팽이버섯에 함유된 이당류로는 Table 4와 같이 lactose 

및 trehalose가 분석되었으며, lactose는 4℃ 저장의 백색

계열은 1.5㎎/g, 갈색계열 1.1㎎/g이고, -1℃ 저장처리의 

백색계열은 2.0㎎/g, 갈색계열은 1.4㎎/g으로 백색계통의 

평균값이 약간 높았다

Trehalose는 수확시 백색계열은 8.0㎎/g, 갈색계열 5.5 

㎎/g으로 백색계통의 평균값이 약간 높았다.  처리기간  함량

변화의 평균값은 4℃ 저장의 백색계열은 3.21㎎/g, 갈색계열 

2.31㎎/g이고, -1℃ 저장처리의 백색계열은 3.58㎎/g, 갈색

계열은 2.60㎎/g으로 백색계통의 평균값이 약간 높았다

즉 이당류의 자실체의 성분함량은 저장온도에서는 -1℃ 

처리구가 약간 높은 경향이며, 계통별로는 갈색계통이 낮

게 나타났다. 

저장기간에 따른 함량변화는 Fig. 4 과 같이 lactose는 백

색과 갈색계열의 버섯균주 모두 4℃ 저장 처리에서 저장기

간이 경과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1℃에서는 백색계열에서 ASI 4021에서만 그 양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나머지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갈색

계열에서는 -1℃저장 자실체에서는 모든 균주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Kim 등 (2009) 및 Lee 등 (2009), Hiroshi(1996), 

홍(1998) 등의 보고에서는 lactose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실체 내의 trehalose 함량은 Fig. 5와 같이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백색계열의 경우 저장 후 저장 기간 중에 급격히 

감소하였고, 갈색계열의 경우 14일까지의 기간에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서서히 감소하였다.  수확시 자실체의 trehalose  

함량은 백색계열의 균주 6-10mg/g으로 갈색계열의 균주보

다 함량이 높았으며, 함량의 차이는 계통, 품종, 수확후 기간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 

Kim 등(2009)에 의하면 팽이버섯의 trehalose 함량은 

2.33±0.81mg/g 으로 본시험에서 백색계통의 함량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분석에 사용한 시료가 시판되는 

Table 4. Changes of disaccharide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temperature and period 

Temp.of 
Storage

line disaccharide
Period of storage(day)

average
0 7 14 21 28 35 42 47

4℃

White
a-lactose 1.5 2.1 2.3 2.6 3.0 3.2 3.3 3.5 2.69

Trehalose 8.0 4.0 3.9 3.2 2.0 1.8 1.7 1.1 3.21

Brown
a-lactose 1.1 2.2 2.4 2.7 2.5 2.4 2.6 2.8 2.34

Trehalose 5.5 2.9 2.7 2.1 2.0 1.0 1.1 1.2 2.31

-1℃

White
a-lactose 2.0 Nd Nd Nd Nd Nd Nd Nd 2.00

Trehalose 8.0 4.5 4.6 3.8 2.4 2.2 1.7 1.4 3.58

Brown
a-lactose 1.4 Nd Nd Nd Nd Nd Nd 0.4 0.90

Trehalose 5.5 3.3 2.6 2.6 2.1 2.0 1.5 1.2 2.60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4. Changes of disaccharides of white line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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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체를 구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유통

과정 중에 감소하여 수확 즉시 냉동건조하여 사용한 본 시

험의 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알코올류�

팽이버섯에 함유하고 있는 당알코올류는 Table 5와 같이 

glycerol, mannitol, myo- inositol 및 sorbitol이 있으며, 수

확시 공시품종 백색계통의 평균 glycerol 함량은 5.5mg/g, 

갈색계통은 3.8mg/g, mannitol은 백색계통 2.2mg/g, 갈색

계통 1.4mg/g이며, myo-inositol  백색계통 0.5mg/g, 갈

색계통 1.1mg/g이며, sorbitol은 백색계통 0.4mg/g, 갈색

계통 0.3mg/g이었다.  전반적으로 당알코홀류의 함량은 

glycerol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팽이버섯 자실

체 내의 당알코올류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저장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5).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5. Changes of disaccharides of brown line by storage period.

Table 5. Changes of sugar alcohol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temperature and period 

Temp.of 
Storage

line disaccharide
Period of storage(day)

average
0 7 14 21 28 35 42 47

4℃

White

Glycerol 5.5 6.3 7.7 5.9 7.0 7.9 7.0 7.1 6.80

Mannitol 2.2 2.5 3.0 2.2 3.0 3.5 3.7 3.6 2.96

 Myo-inositol 0.5 1.2 1.4 1.4 2.0 2.0 2.7 2.0 1.65

Solbitol 0.4 0.4 0.5 0.6 0.5 0.5 0.5 0.4 0.47

Brown

Glycerol 3.8 3.8 4.2 6.1 5.2 5.7 5.3 4.8 4.86

Mannitol 1.4 2.0 2.1 2.5 2.3 2.4 2.6 2.7 2.25

 Myo-inositol 1.1 3.1 3.2 3.4 3.6 3.8 4.1 4.2 3.31

Solbitol 0.3 0.4 0.5 0.5 0.5 0.5 0.5 0.5 0.46

-1℃

White

Glycerol 5.5 7.3 6.8 7.4 6.9 7.3 7.1 8.0 7.04

Mannitol 2.2 3.3 2.9 3.1 3.7 3.3 3.7 4.2 3.30

 Myo-inositol 0.5 1.7 1.7 2.6 3.0 3.8 4.0 4.4 2.71

Solbitol 0.4 0.5 0.4 0.5 0.6 0.7 0.7 0.7 0.56

Brown

Glycerol 3.8 4.9 4.4 5.1 5.7 4.2 5.6 5.5 4.90

Mannitol 1.4 1.2 1.7 1.4 1.7 1.1 1.6 2.0 1.51

 Myo-inositol 1.1 2.0 2.5 2.8 2.6 2.1 2.5 2.7 2.29

Solbitol 0.3 0.3 0.4 0.5 0.5 0.5 0.6 0.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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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은 Fig. 6과 같이 버섯품종 및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가 커서 3-12mg/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ASI 

4153균주가 가장 함량이 높았고 나머지 백색계통의 균주

는 확실한 증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갈색계통에서

는 ASI 4103, 4149 균주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같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품종에서는 저장기간에 따

른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

로 보면 어떤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glycerol 함량은 계통간의 차이보다는 품종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예상된다. 

 Mannitol은  팽이버섯에서는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3-6mg/g 정도로 함유량이 낮은 경향이며, 백색 및 갈

색계통 대부분의 품종이 저장기간이 연장됨이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7). 김 등(1995)에 의하면 등

에 의하면 양송이에서는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으

로 버섯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홍과 김(1988), Kim 

등(2009), Lee 등( 2009)에 의하면 양송이 표고, 만가닥

(22.59mg/g) 등과 같은 버섯에서는 당함량이 높게 나타났

지만, 팽이버섯에서는 낮아 버섯종류에 따라 차이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Myo-inositol은 공시했던 8개의 균주 모두에서 저장기간

에 따라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처리구가 있었으나 전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6. Changes of Glycerol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period.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7. Changes of mannitol in fruit body of winter mushroom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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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었다(Fig. 8).  균주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였으나, 저장온도에서

는 4℃처리구 보다는 -1℃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갈색계통의 품종에서는 증가하는 정도가 명

확하게 나타났다. 

Sorbitol은 Fig. 9와 같이 백색 또는 갈색계열  버섯 자실

체 내의 성분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품종에서는 백색계열

에서는 ASI 4021과  갈색계열에서는 ASI 4065이 가장 많은 

함량을 보였다. 갈색계열에서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뚜

렷하였으나 저장온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적  요

최근 수요가 많은 식용버섯 중 팽이버섯을 대상으로 저

장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실체 내의 당 종류 및 함량변화를 

검토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팽이버섯 자실체에는 단당

류로는 xylose 및 glucose, ribose, 이당류의 당은 lactose 

및 trehalose, 당알코홀류 는 glycerol 및 mannitol, myo-

inositol, sorbitol 등이 확인되었다. 팽이버섯에 가장 많은 

것은 단당류인 xylose로 백색계열은 47.68㎎/g, 갈색계열

은 63.28㎎/g로 갈색계열의 함량이 높으며, 품종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당 함량은 단당류 및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8. Changes of sugar alcohol of white line by storage period. 

Stored at 4℃ Stored at -1℃

White 
line

Brown 
line

Fig. 9. Changes of sorbitol of white line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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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류, 당알코올 모두 저장 시간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trehalose는 감소하였다. 저장

온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lactose는 4℃ 저장

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1℃ 저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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