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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이 육류의 연육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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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yster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on beef and pork tenderization, freeze-
dried mushroom (whole, cap, and stem) powder and mushroom extracts were prepared. Both fresh and boiled
beef and pork had mushroom power and extract powders spread on them, and let sit for 30 minutes at room
temperature. After that, the hardness and amino nitrogen content of the meats were measured. The hardness
of the meat decreased by about 20%～35% after spreading. Also, the amino nitrogen contents increased due
to the effect of protease in the mushrooms. The effects were greater in raw beef. The mushrooms showed almost
the same effects regardless of which part of the mushrooms were used (whole, cap, and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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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류의 골격근은 색의 강도에 따라서 적색근섬유, 백색근

섬유, 중간섬유(intermediate fiber)로 분류된다. 소고기는 적

색근섬유 중간에 백색근섬유가 섞여 있고 중간섬유도 혼재

하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는 백색근섬유의 비율이 높고 적색

근섬유를 싸고 있는 형태를 보여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짙

은 육색을 나타낸다. 적색근섬유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존재하며 모세혈관도 잘 발달되어 있어 백색근섬유보다 천

천히 수축이 일어나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도살 전후

스트레스가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에 비해 백

색근섬유의 비율이 높은 돼지가 더욱 민감한 육질의 변이를

나타내어(1) 소고기가 돼지고기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다.

육류의 연화작용은 프로티아제의 작용에 의해 육질이 연

해지는 것으로 단백질 분해효소는 프로티아제(protease)와

펩티다아제(peptidase)가 있다. 프로티아제는 단백질을 분

해하여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펩티다아제는 단백질 분해 중

간 산물인 펩톤에 작용하여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기 때문

에 육류의 연화와 숙성을 촉진시킨다. 단백질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브로멜린(brome-

lin), 파파야의 파파인(papain), 무화과의 휘신(ficin), 키위의

엑티니딘(actinidin)의 사용이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에

서는 배나 무, 생강즙을 이용하여 고기를 연화시켜 왔다.

육류위주의 외식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연육제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연한 고기를 사용한 고

급음식점도 많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위해 다소 질긴 고

기를 이용하여 연화를 시킨 후 사용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질긴 고기를 연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열, 가압, 단백질 분

해효소처리(2-4)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변색, 변질,

과다연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

적인 연화방법이 필요시 되고 있다.

Kang과 Rice(5)는 식육연화제로 사용되는 열대과일의 단

백질 분해효소가 활성이 대단히 강하여 과도하게 고기가 연

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6)도 파인애플

및 파파야 등 열대과일 유래의 단백질 분해효소 단일로 처리

할 때의 과잉분해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였다. Eun 등(7)은

한국산 고등균류에 관한 연구에서 능이버섯 분말의 단백소

화력은 시중 protease를 함유하는 소화효소제제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 이상의 단백소화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날씨와 온도에 민감한 느타리버섯은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로써 홍수 출하가 보편적이며, 저장성이

약해서 가격편차가 심한 편이라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

안 중 하나로 버섯가공 상품의 개발 및 버섯의 성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천연물질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버섯의 신규소비처를 개척함으

로써 버섯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8). 또한 느타리버섯을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하여 품질개



830 정구민․안희정

Table 1. Application of mushroom sauce for aging meat

Beef Part of Bulgogi 12 g

Pork Part of Bulgogi 12 g

Mushroom powder

0% of meat weight
1% of meat weight
2% of meat weight
5% of meat weight

0 g＋distilled water 1 mL
0.12 g＋distilled water 1 mL
0.24 g＋distilled water 1 mL
0.6 g＋distilled water 1 mL

Mushroom extract

0% of meat weight
0.5% of meat weight
1% of meat weight
2% of meat weight

0 g＋distilled water 1 mL
0.06 g＋distilled water 1 mL
0.12 g＋distilled water 1 mL
0.24 g＋distilled water 1 mL

선을 이룰 수 있다면, 버섯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육류의 기호특성으로는 연한정

도, 풍미, 다즙성, 지방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고기요리에서

는 연화작용도 중요하지만, 풍미가 기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9)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느타리버섯이 육류의

연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버섯은 경북 안동 버섯농가에서 수확한 느타리버섯

(Pleurotus ostreatus)을 사용하였으며, 느타리버섯을 전체,

갓, 줄기부분으로 나누고 냉동건조 한 것을 분쇄기로 갈아

100 mesh 표준망체를 통과시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육류는 불고기 부위의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안동시장 내 농

협에서 진공 포장하여 구입한 것이었다. 육류의 수분함량은

AOAC(10) 방법에 의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느타리버섯의 추출물 조제

느타리버섯을 전체, 갓, 줄기부분으로 나누어 냉동건조 한

느타리버섯가루 100 g(제1시료)을 0.1 M phosphate 완충용

액(pH 7.0) 1,000 mL로 균질화(Polytron PT-MR 2100,

Kinematica, Switzerland)하고, 14,000×g에서 15분 동안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얻어 일부분을 냉동건조 하여 시료(제

2시료: extract)로 하였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버섯분말 처리

실험용 육류는 우육과 돈육의 불고기용이며, 느타리버섯

분말(powder)과 버섯추출분말(extract)을 도포한 후 연육효

과를 실험하였다. 생고기와 익힌 고기를 가로 3 cm×세로

3 cm×높이 1 cm로 자르고 버섯분말은 고기무게의 0%, 1%,

2%, 5%, 버섯추출분말은 고기무게의 0%, 0.5%, 1%, 2%에

해당하는 시료를 미리 증류수에 녹인 다음, 이 혼합액을 육

류에 도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생고기는 표면

의 물기를 제거한 후 혼합액을 도포하여 상온에서 30분 처리

한(양념재움시간) 후 실험하였고, 익힌 고기는 생고기를 진

공 포장하여 80oC의 water bath에서 30분 익힌 다음,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혼합액을 도포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처리

한 후(식사시간 고려) 생고기와 익힌 고기의 경도와 아미노

태질소량을 측정하였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도

Texture analyzer(model TA XT 2i, Stable Micro Sys-

tems, Godalming, UK)를 사용하여 텍스처를 측정하였으며,

직경 8 mm cylindrical probe를 사용하여 5 mm 깊이에서

받는 힘을 3회 반복 측정하여 경도(hardness)로 하였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아미노태질소

아미노태질소(formol적정법)는 고기 1 g을 증류수에 균질

화하여 100 mL로 맞춘 다음, 여과하여 얻은 맑은 여액에

증류수를 가해 250 mL로 조절하였다. 이 희석액 25 mL에

중성포르말린 20 mL를 넣고 증류수 20 mL를 넣어 페놀프탈

레인을 2∼3방울 가해 0.05 N NaOH로 적정하여 소비된

NaOH에서, 시료 25 mL에 증류수 40 mL를 넣은 공시험구를

뺀 NaOH 소비량으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구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a－b)×F×0.0007 g ×희석배수×100%
25

a: 본시험에 대한 0.05 N NaOH 용액의 적정치

b: 공시험에 대한 0.05 N NaOH 용액의 적정치

F: 0.05 N NaOH 용액의 역가

0.0007 g: 0.05 N NaOH 용액 1 mL에 해당하는 질소량

통계분석

실험자료의 통계분석은 각 처리별로 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1, 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검정을 행하였으며, 처리효과의 유의성

이 있을 경우 처리구간 평균치의 유의성 비교는 Duncan의

다중비교법(p<0.05)으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분

Table 2와 같이 생소고기의 수분함량은 71.88%, 생돼지고

기는 70.79%이었고, 익힌 소고기의 수분함량은 61.60%, 익

힌 돼지고기의 수분함량은 61.2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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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ater contents of beef and pork

Meat　
Water content (%)

Raw Boiled

Beef
Pork

71.88±1.061)
70.79±0.71

61.60±1.51
61.26±0.43

1)Mean±standard deviation (n=3).

Table 3. Mechanical texture of meat spread homogenized mushroom powder

Mushroom Powder
1)
　

Beef Pork

Raw Boiled Raw Boiled

0% 981.17±19.312a3) 1457.87±56.84a 639.93±47.74a 1018.97±29.47a

Whole
1%
2%
5%

903.83±26.70b
776.30±12.12c
648.27±47.80d

1330.63±55.47b
1314.53±58.91b
1106.03±28.25c

625.30±13.31a
556.23±19.44b
487.23±23.27c

972.47±27.06ab
911.53±24.47b
809.80±20.05c

Cap
1%
2%
5%

868.77±20.64b
761.57±9.65c
642.33±40.71d

1307.80±29.10b
1261.53±56.86bc
1076.67±44.63c

612.63±18.78a
551.27±29.43b
477.83±31.39c

977.10±13.17ab
906.57±22.35b
804.33±14.61c

Stem
1%
2%
5%

912.33±20.05b
788.97±24.23c
656.83±45.60d

1312.97±37.92b
1318.10±43.77b
1108.83±30.90c

622.40±17.38a
559.63±23.56b
488.30±16.51c

980.60±18.63ab
905.83±32.28b
822.93±22.49c

1)
MP: mushroom powder (MP0: mushroom powder 0%, MP1: mushroom powder 1%, MP2: mushroom powder 2%, MP5: mushroom
powder 5%).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육류의 경도

느타리버섯이 고기의 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고기와 익

힌 고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첨가군의 경도에서 소고

기가 돼지고기보다 높았다.

느타리버섯분말을 도포한 생고기 경도(Table 3)는 처리

30분 후, 전체 5% 첨가군의 소고기가 648 g-force(33.94%

저하), 돼지고기가 487 g-force(23.91% 저하), 전체 2% 첨가

군의 소고기가 776 g-force(20.9% 저하), 돼지고기가 556 g-

force(13.13% 저하), 전체 1% 첨가군의 소고기가 904 g-

force(7.85% 저하), 돼지고기가 625 g-force(2.34% 저하)로

무첨가군 소고기 981 g-force, 돼지고기 640 g-force보다 버

섯분말 처리양이 많을수록 낮았다.

능이버섯분말의 첨가로 인한 경도감소 효과는 대조군

(11.5 kg-force)에 비해 능이버섯분말이 51.6%(5.56 kg-

force), 시판 연육제인 papain은 56.3%(5.02 kg-force)의 높

은 경도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는데(11), 느타리버섯은

무첨가군에 비해 전체 5% 첨가군의 소고기가 33.94%, 돼지

고기가 23.91%의 경도감소 효과를 보였다.

Table 3의 익힌 고기의 경우도 무첨가군의 소고기가 1458

g-force, 돼지고기가 1019 g-force이었는데 비해 전체 5%

첨가군이 소고기가 1106 g-force(24.14% 저하), 돼지고기가

810 g-force(20.51% 저하), 전체 2% 첨가군이 소고기가

1315 g-force(9.81% 저하), 돼지고기가 912 g-force(10.5%

저하), 전체 1% 첨가군이 소고기가 1331 g-force(8.71% 저

하), 돼지고기가 972 g-force(4.61% 저하)로 무첨가군보다

낮았다. 고기의 연육효과는 버섯첨가량이 클수록 증가하였

으며, 버섯 부위별 간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버섯추출분말을 도포한 생고기(Table 4)는 무첨가군 소

고기가 931 g-force, 돼지고기가 616 g-force이며, 전체 2%

첨가군이 소고기가 578 g-force(37.92% 저하), 돼지고기가

489 g-force(20.62% 저하), 전체 1% 첨가군이 소고기가 713

g-force(23.42% 저하), 돼지고기가 534 g-force(13.31% 저

하), 전체 0.5% 첨가군이 소고기가 846 g-force(9.13% 저하),

돼지고기가 609 g-force(1.14% 저하)로 버섯첨가량이 많을

수록 강도가 낮았다.

버섯추출분말을 도포한 익힌 고기(Table 4)는 무첨가군

소고기가 1440 g-force, 돼지고기가 989 g-force, 전체 2%

첨가군 소고기가 1076 g-force(25.28% 저하), 돼지고기가

768 g-force(22.35% 저하), 전체 1% 첨가군이 소고기가

1280 g-force(11.11% 저하), 돼지고기가 894 g-force(9.61%

저하), 전체 0.5% 첨가군이 소고기가 1308 g-force(9.71%

저하), 돼지고기가 935 g-force(5.46% 저하)이었다. 이와 같

이 버섯추출분말을 도포한 익힌 고기 경도도 버섯첨가량이

클수록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연육효과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능이버섯의 protease는 시판연육제인 papain보다도 더 효

과적으로 actin, miosin, connectin을 비롯한 근원섬유 단백

질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보고(12)되고 있는데, 느타리버섯

분말과 추출분말의 첨가로 인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높은

경도감소 효과로 보아 느타리버섯의 단백질분해효소에 의

한 것이라 사료된다.

육류의 아미노태질소

버섯첨가가 고기의 단백질을 얼마나 분해했나를 알기 위

해, 증류수와 혼합한 느타리버섯분말과 추출분말을 생소고

기와 생돼지고기에 도포하고 30분 후에 아미노태질소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생고기의 경우(Table 5), 느타리버섯분

말 생고기 무첨가군의 소고기가 556 mg%, 돼지고기가 621

mg%였고, 전체 5% 처리군의 소고기가 748 mg%,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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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chanical texture of meat spread homogenized mushroom extract powder

Mushroom Extract1)
Beef Pork

Raw Boiled Raw Boiled

0% 930.60±20.702a3) 1440.07±55.28a 616.33±47.74a 989.43±34.74a

Whole
0.5%
1%
2%

845.73±26.75b
713.47±9.20c
578.30±46.07d

1308.33±55.47b
1280.33±56.29b
1076.27±27.58c

608.57±15.70ab
534.13±20.80b
489.30±6.64c

934.77±23.53b
893.83±25.71c
767.90±29.82d

Cap
0.5%
1%
2%

812.33±23.59b
695.73±12.42c
573.83±40.71d

1289.20±44.73b
1234.33±62.39bc
1071.87±23.62c

600.87±24.32ab
531.17±30.79b
469.57±34.00c

935.70±28.45b
887.77±24.71c
774.4±14.03bd

Stem
0.5%
1%
2%

856.23±19.11b
726.47±24.23c
586.67±45.33d

1293.20±33.65b
1290.40±54.20b
1084.87±33.48c

600.63±27.08ab
538.53±23.56b
481.37±15.16c

929.57±16.41b
889.73±31.27c
790.80±25.54d

1)
ME: mushroom extract powder (ME0: mushroom extract powder 0%, ME0.5: mushroom extract powder 0.5%, ME1: mushroom
extract powder 1%, ME2: mushroom extract powder 2%).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5. Amino nitrogen content of meat spread homogenized mushroom powder

Mushroom Powder
1) Beef Pork

Raw Boiled Raw Boiled

0% 555.64±10.002c3) 428.71±10.27c 620.90±13.51c 388.93±20.37d

Whole
1%
2%
5%

565.08±28.92c
618.91±0.00b
748.13±27.12a

436.20±20.56c
455.31±20.12b
534.55±0.00a

640.78±0.00c
767.77±0.00b
834.44±13.26a

430.14±0.00c
451.54±10.13b
527.82±10.22a

Cap
1%
2%
5%

573.81±13.75c
628.58±13.68b
748.13±27.12a

436.20±0.00c
455.31±0.00b
534.55±0.00a

659.62±0.00bc
758.41±13.23b
843.81±26.51a

437.31±10.14c
458.71±20.27b
520.59±0.01a

Stem
1%
2%
5%

564.08±27.51c
618.91±27.35b
738.54±13.56a

428.93±10.28c
448.20±10.06b
534.55±0.00a

640.78±26.65c
758.41±13.24b
834.44±13.26a

422.98±10.13c
444.37±20.27b
520.59±0.00a

1)MP: mushroom powder (MP0: mushroom powder 0%, MP1: mushroom powder 1%, MP2: mushroom powder 2%, MP5: mushroom
powder 5%).
2)Mean±standard deviation (n=3).
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6. Amino nitrogen content of meat spread homogenized mushroom extract powder

Mushroom Extract1)
Beef Pork

Raw Boiled Raw Boiled

0% 476.26±28.052c3) 508.63±20.16b 525.37±13.51c 403.33±0.00c

Whole
0.5%
1%
2%

476.55±13.76c
695.88±27.91b
786.50±0.00a

508.90±0.00b
526.45±20.12b
604.88±0.00a

565.39±0.00bc
655.42±26.48b
693.80±53.03a

430.14±0.00bc
451.54±10.13b
527.82±30.67a

Cap
0.5%
1%
2%

496.01±13.75c
696.27±0.00b
834.46±13.57a

508.90±0.00b
526.45±0.00b
618.95±0.00a

527.70±53.31c
636.69±26.49b
712.55±26.52a

430.14±0.00bc
465.87±10.14b
520.59±0.00a

Stem
0.5%
1%
2%

486.28±0.00c
686.60±13.68b
815.28±20.69a

508.90±20.56b
519.34±10.06b
604.88±0.00a

527.70±26.65c
617.96±0.00b
684.43±13.26a

422.98±10.13bc
451.54±10.13b
520.59±0.00a

1)
ME: mushroom extract powder (ME0: mushroom extract powder 0%, ME0.5: mushroom extract powder 0.5%, ME1: mushroom
extract powder 1%, ME2: mushroom extract powder 2%).
2)
Mean±standard deviation (n=3).
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가 834 mg%, 전체 2% 처리군의 소고기가 619 mg%, 돼지고

기가 768 mg%, 전체 1% 처리군의 소고기가 565 mg%, 돼지

고기가 641 mg%로 무첨가군보다 높았다.

익힌 고기 30분 처리(Table 5)는 전체 5% 처리군의 소고

기가 535 mg%, 돼지고기가 528 mg%, 전체 2% 처리군의

소고기가 455 mg%, 돼지고기가 452 mg%, 전체 1% 처리군



느타리버섯이 육류의 연육에 미치는 효과 833

의 소고기가 436 mg%, 돼지고기가 430 mg%로 무첨가군

소고기 429 mg%, 돼지고기 389 mg%보다 높았다. 이는 버

섯첨가량이 많을수록 단백질분해가 증가되어 육류의 경도

가 저하되고, 아미노태질소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출분말을 처리한 경우의 아미노태질소량도 버섯분말처

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Table 6의 생고기 30분 처리

무첨가군의 소고기가 476 mg%, 돼지고기가 525 mg%였고,

전체 2% 처리군의 소고기가 787 mg%, 돼지고기가 694

mg%, 전체 1% 처리군의 소고기가 696 mg%, 돼지고기가

655 mg%, 전체 0.5% 처리군의 소고기가 477 mg%, 돼지고

기가 565 mg%로 무첨가군보다 높았다.

Table 6의 익힌 고기 30분 처리는 무첨가군의 소고기가

509 mg%, 돼지고기가 403 mg%였고, 전체 2% 처리군의 소

고기가 605 mg%, 돼지고기가 528 mg%, 전체 1% 처리군의

소고기가 526 mg%, 돼지고기가 452 mg%, 전체 0.5% 처리

군의 소고기가 509 mg%, 돼지고기가 430 mg%로 나타났다.

Kim(13)의 추출시간에 따른 노계뼈 연구에서 노계뼈 100

g 중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추출 1, 2, 3, 4, 5시간에 따라 각각

40.4, 46.0, 54.7, 64.0, 66.7 mg/100 g of spent hen bone이

용출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버

섯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아미노태질소량이 증가하였다.

추출분말의 경우도 첨가량이 클수록 단백질분해가 많이

일어나 아미노태질소의 양이 많아졌다. 전반적으로 익힌 육

류의 아미노태질소가 생고기보다 적은 것은 열에 의해 단백

질이 변성되어 추출되는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요 약

느타리버섯을 생고기와 익힌 고기에 30분간 도포하여 연

육효과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연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생고기의 경우, 버섯 무첨가 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도가 각각 981, 640 g-force인데 비해, 전체 5% 첨가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도는 각각 648, 487 g-force이었고,

갓 5% 첨가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42, 478 g-force,

줄기 5% 첨가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57, 488 g-force

로 전반적인 버섯 첨가에 의한 연육효과는 약 20～35%이었

다. 연육효과는 첨가량이 많을수록 커, 느타리버섯분말 5%

첨가군과 버섯추출분말 2% 첨가군의 경도가 가장 낮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아미노태질소량은 버섯첨가량이 많을

수록 증가하였다. 특히 버섯분말 5% 첨가한 생소고기의 아

미노태질소량은 무첨가군에 비하여 전체가 34.64%(748

mg%), 갓이 34.64%(748 mg%), 줄기가 32.92%(739 mg%)

증가하였고, 버섯추출분말 2% 첨가한 생소고기는 전체가

65.14%(787 mg%), 갓이 75.21%(834 mg%), 줄기가 71.18%

(815 mg%) 증가하였다. 이는 느타리버섯분말과 추출분말이

소고기의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수용성 성분이 증가된 것

으로 사료된다. 버섯전체, 갓, 줄기의 부위별 연육효과는 별

차이가 없어 사용부위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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