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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필름을 달리한 팽이버섯의 저장 온도별 품질변화

및 유기산 함량 
김경제·진성우·최봉석·김진경·고영우·김아름찬·서경순*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Organic acid and quality change in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Kyung-Je Kim, Seong-Woo Jin, Bong-Suk Choi, Jin-Kyeong Kim, Young-Woo Koh,
A-Rum-Chan Kim and Kyoung-Sun Seo*

Jangheung Research Institute for Mushroom Industry, Jangheung 529-85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haracterize the chemical components of Flammulina velutipes during storage by
different packaging film application for developing export winter mushroom to south east asia area. Changes of weight and
growth rate from Flammulina velutipes were the lowest in testing packaging film at 15oC among the films. The pH changes of
Flammulina velutipesg was the highest in imported packaging film at 25oC. The changes of colors was measured by Hunter's color
value, L value and yellowness (+b) were slightly decreased during storage. But the L value and yellowness (+b) were not affected
by packaging films. Six organic acids were detected such as oxalic acid, lact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acetic acid and succinic
acid. The content of total organic acids were increased by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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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단백질, 지질, 당질, 무기질, 아미노산 및 비타민

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식품

으로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식용되어

왔으며(Hong et al., 1989; Wang et al., 1996), 또한 항산

화, 항균, 항종양활성 및 항암효과 등이 규명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et al., 2003). 그러나 버

섯은 저장이나 유통 중에 다양한 변화로 신선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식품이다. 버섯은 다른 채소류나 과일보다 수확

후 호흡과 대사작용이 왕성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

고 중량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외관이 수축되며, 호흡열

로 인한 품온(品溫) 상승으로 변색 및 미생물의 번식 등으

로 인해 품질이 급속히 저하된다.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단순 진공포장 방법은 압착하여 진공 포장하

는 특성상 버섯 외관을 상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진

공포장은 버섯의 호흡을 중지시킴으로써 버섯 갓의 퇴축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버섯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냉장 저장 (Gormley et al, 1975;

Burton et al, 1987), MAP (Kader et al, 1989; Barron et

al, 2001), controlled atmosphere package(CA) (Lopez-

Briones et al, 1992), sorbltol 처리(Roy et al, 1995),

CaCl2 용액 처리(Miklus et al, 1996) 등 버섯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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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Roy et al, 1995). 

지금까지의 버섯의 포장과 저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

송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팽이버섯의 저장 및 포

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하다. 팽이버섯의 저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방담필름 포장후 0~2oC 저장시 28

일간 선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며(Ji et al., 1995), 진공포

장한 팽이버섯의 중요한 품질특성은 색도, 중량감소, 호흡

속도, 점착성, 경도이며 품질보존 기간은 0oC, 10oC, 20oC

에서 각각 18일, 9일, 2일이라고 보고하였다(Hwang et

al., 1995).

포장 재료에는 필요한 기능성을 위해 적절한 투과성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과 함께 세라믹, 고흡수성고분자, 활성

탄, KMnO4 등의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사

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겨자유 성분

을 포함한 다공성 필름의 성능과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고

(Kim et al., 2009), 표면 개질된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폴

리에틸렌 필름의 선도유지기능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Chun et al., 2004), 선도유지용 포장필름 개발을 위해

CaCO3, 실리카, 알루미나, 세라믹, AgCl, Cu(NO3)2 등의

무기질 소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Jhune, 2012a).

국내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팽이 포장

필름 원단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팽이버섯 포장필름의 국산화와 동남아시아 지역 수

출 목적 필름개발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포장필

름을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필름 및 수입산 포장필

름과 함께 저장 중 팽이버섯의 이화학적 특성변화를 검토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팽이버섯은 전남 소재 농가에서 생산

하여 당일 배송된 제품 중 균일한 것을 장흥군 소재 하나

로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포장필

름은 3가지로 개발 중인 포장필름은 전체 두께가 0.03

mm, layer 별 두께가 각각 0.01 mm인 3 layer 필름으로

하층부 필름은 미네랄 함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것을 에버

그린(주)으로 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국내 유통 중인

포장필름은 포장된 제품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입원단

포장필름은 케이팜으로 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추출 및 chromatography용 용매 및 시약

(Sigma-Aldrich Co., USA)은 일급 또는 특급시약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포장방법 및 저장조건 
팽이버섯은 구입 후 바로 4

o
C 냉장고에 보관 후 각각의

포장필름에 145±25 g 씩 담고 자동접착기를 이용하여 가

열포장 하였다. 포장 후 4
o
C, 15

o
C, 25

o
C, 35

o
C 인큐베이

터에 각각 5일간 보관 후 품질변화를 측정하였다. 

중량감소율 
중량감소율은 저장 중인 팽이버섯의 초기중량과 5일간

저장 후 측정된 시료의 중량 차이를 초기중량에 대한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자루 신장률 
팽이버섯 자루의 신장률은 저장 중에 증가한 자루 길이

를 측정하고, 초기 자루 길이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pH 
팽이버섯을 homogenizer(T25 digital ULTRA-TURRAX,

IKA, Germany)로 마쇄하여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pH meter(Mettler toledo,

Seven Multi S-40K, Ohio, USA)로 측정하였다.

색 도

팽이버섯의 색도는 색차계(Super Color sp-80, Tokyo

Fig. 1. Changes in the weight loss rate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Fig. 2. Changes in the growth rate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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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hoku, Japan)를 이용하여 Hunter의 L(lightness) 값

및 ±b(yellowness/blueness) 값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

유기산 분석
유기산은 시료 5 g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 정용 하

여 추출시킨 다음 원심분리(3,000 rpm, 30 min)하여 상징

액을 취하여 여과(Whatman No.2)한 후, 0.45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Co., U.S.A)로 여과한 여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전처리된 시료의 분석은 HPLC

system(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Germany)으

로 수행하였으며, column은 Agilent Zorbax SB-Aq(4.6

mm × 150 mm, 5 m, USA)을 사용하였고, column 온도

는 30
o
C, 이동상은 20 mM NaHPO4 : ACN(99 : 1, v/v)

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유속은 분당 1.0 mL였으며, 검

출기파장은 210 nm, 시료 주입량은 5 µL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량감소율 
각 포장재 원단으로 포장된 팽이버섯을 저장 온도에 따

라 중량 감소율을 측정하여 선도유지를 평가하였다. 4
o
C

에 보관한 팽이버섯은 모든 포장필름에서 중량 변화가 거

의 없었으며 15
o
C의 경우 수입 포장필름과 국내 유통중인

포장필름이 각각 0.3%와 0.32%의 중량감소율을 보여,

0.54%의 중량감소율을 나타낸 시험용 포장필름 보다 더

많은 중량 감소율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o
C와

35
o
C에 보관한 경우 세 가지 포장 조건에서는 모두 비슷

한 중량 감소율을 나타내었다(Fig. 1).

팽이버섯은 유통할 때 예비냉각과정을 거쳐 유통하며,

515
o
C의 조건에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Jhune et al,

2011). 포장필름 적용이 버섯의 중량감소율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 양송이의 경우 PE필름과 PS

용기와 PVC wrapper 적용이 저장 5일째에 0.53%의 중량

감소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Lee et al, 2013).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양송이보다 조직이 연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팽이버섯에 적용한 시험용 포장필름이

더 적은 수준의 중량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통조건

중 상온인 15
o
C에서 중량변화를 측정한 결과, 시험용 포

장필름의 중량 감소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개발된 시험용 포장필름은 팽이버섯 중량감소율

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루 신장률 
각각의 포장필름으로 포장된 팽이버섯에 대해 저장온도

에 따라 신장률을 측정한 결과(Fig. 2), 15
o
C에서는 수입 포

장필름, 국내 유통 중인 포장필름, 실험용 포장필름 순으로

Fig. 3. Changes appearance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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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률 변화가 크게 측정되었으나, 나머지 온도조건에서는

세 가지 포장 조건 모두 자루 신장률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

났다. 랩으로 포장한 느타리의 경우 저장 15일에서 21일

사이에 급격한 신장이 일어나며, 온도조건이 낮아졌을 때,

상대습도가 높아졌을 때 버섯의 신장은 촉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1).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용 포장필

름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 수입필름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

의 팽이버섯 자루의 신장율을 나타내어, 상대습도와 같은

외부조건을 차단이 가능한 포장필름으로 생각된다.

pH 변화 
pH의 변화는 온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포장필

름 종류별로 살펴보면 4
o
C와 15

o
C에서는 세 가지 포장조

건 모두 같은 값을 나타났고, 25
o
C에서는 수입 포장필름,

국내유통 포장필름, 실험용 포장필름 순으로 pH가 낮게

나타났다. 35
o
C에서는 국내 유통중인 포장필름이 pH 4.3

으로 가장 낮은 pH값을 나타내었다(Table 1). 버섯의 pH

변화는 일반적인 호에 의한 세포변질이 원인이 되는 수분

감소가 원인이다(Lim et al, 2014). 버섯류는 식물과 달리

표피가 얇고 다공성 구조를 띄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쉽게 dehydration이 발생되어 품질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

로 보고 되고 있다(Austin et al, 1992). 본 실험에 사용된

필름들은 dehydration을 막을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은 것으로 생각되며, pH에 포장필름들이 미치는 영향

Table 1. Changes in the pH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pH

0 days
5 days

Imported films Domestic films Testing films

6.6
4oC 15oC 25oC 35oC 4oC 15oC 25oC 35oC 4oC 15oC 25oC 35oC

6.5 6.6 6.2 4.4 6.5 6.6 6.4 4.3 6.5 6.6 6.5 4.4

Table 2. Changes in the Hunter L and b value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Treatment
4oC 15oC 25oC 35oC

L b L b L b L b

control 71.33±0.221) 15.56±0.10 71.33±0.22 15.56±0.10 71.33±0.22 15.56±0.10 71.33±0.22 15.56±0.10

Imported films 72.23±0.12 17.01±0.13 70.68±1.02 17.70±0.11 67.89± .0.80 19.37±0.12 37.79±0.03 11.95±0.15

Domestic films 69.47±0.01 16.15±0.11 67.89±0.80 17.94±0.10 66.03±0.68 19.65±0.14 42.74±0.01 19.16±0.12

Testing films 68.07±1.44 15.88±0.11 69.66±0.00 19.78±0.11 64.09±0.68 20.57±0.12 53.24±0.08 13.58±0.12
1)
All data are present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nges in the organic acids of winter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by various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s
and packaging films application (%)

Organic acids Oxalic acid Lact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Acetic acid Succinic aicd Total 

Control 2.45±0.62 0.24±0.31 1.12±0.29 0.22±0.57 0.96±0.21 0.59±0.28 5.58±0.49

4oC

Imported films 1.16±0.24 0.32±0.08 1.96±0.16 1.14±0.20 0.73±0.25 - 5.32±0.54

Domestic films 1.25±0.31 0.32±0.27 1.63±0.40 0.91±0.22 0.58±0.29 - 4.70±0.43

Test films 1.88±0.42 0.31±0.12 1.57±0.30 0.96±0.25 0.55±0.36 - 5.27±0.51

15oC

Imported films 1.11±0.35 0.33±0.10 1.58±0.62 0.99±0.27 0.50±0.11 4.51±0.49

Domestic films 1.33±0.33 0.34±0.11 1.95±0.36 1.07±0.20 0.74±0.16 5.43±0.57

Test films 1.42±0.46 0.36±0.05 1.63±0.31 1.05±0.28 0.72±0.16 5.18±0.48

25oC

Imported films 1.64±0.42 0.24±0.14 1.58±0.30 1.02±0.28 1.13±0.22 5.61±0.62

Domestic films 1.71±0.13 0.20±0.04 1.61±0.29 0.90±0.27 1.36±0.46 0.29±0.12 6.07±0.52

Test films 1.83±0.47 0.25±0.08 1.46±0.37 0.87±0.20 1.11±0.34 5.52±0.68

35oC

Imported films 1.94±0.01 0.56±0.03 0.82±0.02 2.05±0.03 0.36±0.01 5.73±0.02

Domestic films 4.28±0.03 0.48±0.01 0.78±0.01 2.00±0.01 0.80±0.01 8.34±0.01

Testing films 3.93±0.02 0.69±0.01 0.78±0.01 1.65±0.02 0.48±0.01 7.53±0.01
1)
All data are present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포장필름을 달리한 팽이버섯의 저장 온도별 품질변화 및 유기산 함량 123

은 거의 없었다.

색도측정 
제조 원단에 따른 포장 필름과 저장 온도를 달리하여 5

일간 저장한 팽이버섯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저장 전 팽

이버섯은 L(명도)값 71.33, b(황색도)값 15.56으로 나타났

다(Table 2). 저장 온도 4~25
o
C에서 저장한 시료는 저장

기간 동안 명도가 약간 낮아졌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35
o
C에 저장한 시료는 명도가 37.79~53.24로 저

장 전 보다 크게 낮아졌다. 황색도는 저장 온도가 높을수

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팽이버섯의 색도는

저장 온도에 따라서는 변화를 나타내었지만, 포장 필름의

종류는 팽이버섯 색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포장필름 종류가 팽이버섯 저장시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는 LDPE 필름,

PE+PP 필름 포장군, OPP 필름 포장군 순으로 색도변화

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Lim et al, 2014). 본

실험에서는 포장필름보다 저장온도에 따른 색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 실험에 사용된 모든 필름종류에 따른 팽

이버섯 색도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유기산 분석
제조 원단에 따른 포장 필름과 저장 온도를 달리하여 5

일간 저장한 팽이버섯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6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으며, 종류는

oxalic acid(수산), lactic acid(젖산), malic acid(사과산),

citric acid(구연산), acetic acid(초산) 및 succinic acid(호

박산)로 나타났다. 팽이버섯의 유기산 총 함량은 저장 전

5.58%, 4
o
C에서 저장 후 4.70~5.50%, 15

o
C에서 저장 후

4.51~5.48%, 25
o
C에서 저장 후 4.91~6.07%, 35

o
C에서 저

장 후 4.96~8.34%로 나타났다. 팽이버섯의 주요 유기산

은 oxalic acid(1.11~4.28%)와 malic acid(0.48~1.96%)로

나타났다. 저장 온도에 따라서는 4~25
o
C에서 저장한 시험

구는 유기산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35
o
C에서 저

장한 시험구는 malic acid의 함량이 낮아짐과 동시에

acetic acid의 함량이 높아졌다.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저

장성을 실험한 결과 포장용 필름 원단에 따라서는 유기산

함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에 따라서는 35
o
C 이상은 acetic acid의 발생으로 인

해 저장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와 함께

진행한 45
o
C에서 저장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1일간 저

장 시에도 팽이버섯의 변질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로 보아 35
o
C 이상의 온도에서의 유통은 용의하

지 않아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의 주요 유기산으로 acetic

acid, butyr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등이 검출되

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acet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Jhune et al, 2012).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유기산 구성 및 함량은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으로 버섯 수확 후 저장과정에

서 유기산이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

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Yoshida et al., 1986). 팽이버섯

의 유기산 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효소작용, 호

흡작용, 추열작용, 대사작용 및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adashive et al, 1996).

본 연구결과 필름들의 유기산 함량 증가가 적게 나타나

사용된 필름들이 버섯 변질의 원인을 효율적으로 차단함

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험용

포장필름 적용이 팽이버섯 및 버섯류의 품질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요 약

팽이버섯 포장필름의 국산화 및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용 필름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중인 포장필름을 현재 시중

에 유통 중인 포장필름과 수입산 포장필름과 함께 저장

중 팽이버섯에 적용하여 이화학적 특성변화를 검토하였

다. 각 포장재 원단으로 포장된 팽이버섯을 저장 온도에

따라 중량 감소율을 측정하여 선도유지를 평가하였다.

4
o
C에 보관한 팽이버섯은 모든 포장필름에서 중량 변화

가 거의 없었으며 15
o
C의 경우 수입 포장필름과 국내 유

통중인 포장필름이 시험용 포장필름 보다 더 많은 중량

감소율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장률을 측정한 결과,

15
o
C에서는 수입 포장필름, 국내 유통 중인 포장필름, 실

험용 포장필름 순으로 신장률 변화가 크게 측정되었으나,

나머지 온도조건에서는 세 가지 포장 조건 모두 자루 신

장률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pH의 변화는 25
o
C에서

수입포장필름, 국내유통 포장필름, 실험용 포장필름 순으

로 pH가 낮게 나타났다. 색도의 경우 저장 온도 4~25
o
C

에서 저장한 시료는 저장 기간 동안 명도가 약간 낮아졌

으나 포장 필름의 종류는 팽이버섯 색도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총 6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으며, 종

류는 oxalic acid(수산), lactic acid(젖산), malic acid(사

과산), citric acid(구연산), acetic acid(초산) 및 succinic

acid(호박산)로 나타났다. 팽이버섯의 유기산 총 함량은

저장 전 5.58%, 4
o
C에서 저장 후 4.70~5.50%, 15

o
C에서

저장 후 4.51~5.48%, 25
o
C에서 저장 후 4.91~6.07%,

35
o
C에서 저장 후 4.96~8.34%로 나타났다. 팽이버섯의

주요 유기산은 oxalic acid(1.11~4.28%)와 malic acid

(0.48~1.96%)로 나타났다. 저장 온도에 따라서는 4~25
o
C

에서 저장한 시험구는 유기산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

으나, 35
o
C에서 저장한 시험구는 malic acid의 함량이 낮

아짐과 동시에 acetic acid의 함량이 높아졌다. 각각의 온

도 조건에서 저장성을 실험한 결과 포장용 필름 원단에

따라서는 유기산 함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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