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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cultivar Lentinula edodes, which is named ‘Lentinula edodes GNA01’, was bred by mating 
strains isolated from ‘L26’ and ‘Kyoungwon9015’ obtained from Sammyungjin Research Institute, Fujian, China. L. 
edodes GNA01 does not have stipes like L. edodes, although it generally has a similar spherical shape. Moisture 
and crude protein contents of L. edodes GNA01 were lower than those of L. edodes. Meanwhile, L. edodes GNA01 
contained higher levels of crude ash, crude lipid, crude fiber, and carbohydrates than L. edodes. The β-carotene content 
(19.05 μg/100 g) of L. edodes GNA01 wa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L. edodes. In addition, vitamin 
D content (118.53 μg/100 g) of L. edodes GNA01 was more than twice that of L. edodes. L. edodes GNA01 was 
a good source of mineral elements, with K and Mg contents of 2,277.50 mg/100 g and 203.15 mg/100 g, respectively. 
The major fatty acids of L. edodes GNA01 were C16:0 and C18:2, and L. edodes GNA01 had the highest linoleic 
acid (C18:2) content of 1,087.66 mg/100 g. Total phenol content of L. edodes GNA01 was 12.52 mg GAE/g, an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values 
of L. edodes GNA01 were lower than those of L. edodes at all concentrations. Howev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FRAP values of L. edodes GNA01 were above 80% and 0.9 at a concentration of 10 mg/m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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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맛과 향이 우수하여 예로부터 식용

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들의 항

산화 및 항암, 항당뇨, 항고혈압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입증

되어(1-4)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에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버섯류는 대표적으로 표고, 느

타리, 양송이, 송이버섯 등이 있으며, 1965년 농가소득 향상

을 위한 장려정책으로 널리 행해진 인공재배 덕분에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은 담자균류 주름버섯목 느

타리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특유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기호가 높다. 재배농가는 물론 재배면적, 생산량이 매년 증

가하고 있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2), 표고버

섯의 약리 효과가 밝혀지면서 수요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은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이 연하여 

수확 후 빠른 시일 내에 색이 변하고 물러지기 쉽다. 이에 

따라 수확 후 판매하기까지 유통기간이 짧아 문제점들이 발

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

의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3-5), 우량균주를 선발하여 우량계통을 재배함으로써 

신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6). 

이슬송이버섯(Lentinula edodes GNA01)은 중국 복건성 

삼명진연구소 L26과 경원9015를 모균주로 하여 교배된 신

품종 표고버섯이다. 표고버섯과 달리 갓과 자루의 구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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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구형을 띠고 있으며, 표고버섯 고유의 향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다. 저장기간이 일반 표고버섯보다 

길며, 불량한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여 상품성이 뛰어나

다. 또한 가식률이 높고 육질이 단단하여 2013년 국제특허 

등록 당시부터 수출 유망작물로 주목받아 왔다(7). 그러나 

관련 연구가 전무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인지도가 떨어

지며,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슬송이버섯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표고버섯과 비교함으로써 이슬송이버섯의 보

급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경상남도 사천에서 재배된 이

슬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적당

한 크기로 잘라서 동결건조(FD-5512, Ilshin Lab. Co. Ltd., 

Gyeonggi, Korea) 하였다. 동결건조 된 버섯은 분쇄하여 

40 mesh의 체에 걸렀으며 -70°C에 보관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β-carotene, vitamin D2(ergocalciferol), 표준지방산 

methyl ester, gallic acid, Folin-Ciocalteu's reagent, 1, 

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및 2,4,6-tris(2- 

pyridyl)-1,3,5-triazine(TPTZ)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L-cysteine은 

Nacalai Tesque Inc.(Tokyo, Japan)로부터, 무기질 정량을 

위한 표준품은 AccuStandard Inc.(New Haven, CT, USA)

로부터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과 용매는 분석용 특급시약

(Samchun Co., Pyeongtaek,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8)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수분 함량

은 105°C dry oven(OF-22, Jeio Tech, Daejeon, Korea)

을 이용한 상압가열건조법, 조회분은 550°C 회화로(JSMF- 

140T, JSR Inc. Laboratory, North Ringwood, Australia)

를 이용한 직접회화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조단백은 Kjel-

dahl 분해법에 따라 단백질추출장치(2300 Kjeltec Analyzer 

Unit, Foss Tecator AB, Hoganas, Swede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지방은 조지방추출장치(Soxtec 1043, Foss 

Tecator AB)를 사용하여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으

며, 조섬유는 조섬유자동추출기(Fiwe 6, Velp Scientifica, 

Usmate Velate, Italy)를 사용하여 산･염기 분해법으로 측

정하였다. 탄수화물은 시료 전체를 100%로 하고 수분, 조회

분, 조단백, 조지방 함량(%)을 감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베타카로틴 함량 측정

베타카로틴 함량은 AOAC법(8)에 따라 알칼리 비누화법

으로 측정하였다. 약 2~3 g의 시료를 취하여 에탄올 30 mL

와 10% pyrogallol･ethanol 용액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

였다. 여기에 KOH 용액 3 mL를 넣고 환류 냉각기를 장치한 

후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검화시켰다. 실온으로 급랭시

킨 다음 증류수 30 mL를 가해 석유 에테르 층을 분액하고 

증류수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정색되지 않을 때까지 세

척하였다. 석유에테르 층에 Na2SO4를 가해 탈수시킨 다음 

감압농축기(R-210, BÜCHI, Flawil, Switzerland)로 증류

하였다. 이때 얻어진 잔류물에 n-hexane 용액 20 mL를 가

해 용해시켰으며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Nova-Pak 

silica column(4 μm, 3.9×50 mm, Waters Co., Milford, 

MA, USA)이 연결된 HPLC(Agilent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mo-

bile phase는 n-hexane과 isopropyl alcohol을 99:1(v/v)

로 섞어 사용하였다. Flow rate는 분당 1.0 mL였으며, 450 

nm에서 UV 검출기(Agilent 1100 series, Agilent Tech-

nologies)로 검출하였다. 온도는 30°C, 시료는 20 μL를 주

입하였으며, 표준품을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통해 베타

카로틴 함량을 산출하였다.

비타민 D 함량 측정

비타민 D 함량은 AOAC법(8)에 따라 HPLC(Agilent 

Technologies)로 측정하였다. 약 5 g의 시료를 취하여 py-

rogallol･ethanol 용액 40 mL를 가하고 진탕 혼합한 다음, 

KOH 10 mL를 가하고 환류 냉각관을 부착하여 비등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시켰다. 이를 즉시 냉각하고 갈색 분액

깔때기로 옮겼으며, hexane 50 mL를 가하여 10분간 강하

게 혼합하였다. 침전이 생길 때마다 hexane 층을 250 mL의 

새로운 분액깔때기로 옮겨 2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추출액

에 1 N KOH 용액 100 mL를 가하여 15초간 강하게 혼합하

고 방치하였다. 혼탁한 물 층은 버리고 hexane 층을 세척하

여 세척액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으로 정색반응이 나타나

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였다. 수세한 hexnae 층을 Na2SO4를 

가해 탈수시킨 다음 갈색 플라스크로 옮기고 Na2SO4를 

hexane 10 mL로 1회 세척한 후 탈수한 hexane 용매와 

합하여 감압농축(BÜCHI) 하였다. 잔류물에 메탄올 10 mL

를 가하여 녹이고 0.45 μm membrane filter(Millipore Co., 

Bedford, MA, USA)로 여과한 다음 HPLC(Agilent Tech-

nologies)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베타카로틴과 동일하

였으며, 검출기(Agilent Technologies) 파장은 298 nm로 

하였다.

무기질 함량 측정

무기질 함량은 AOAC법(8)에 따라 습식분해법(Wet Di-

gestion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0.5 g에 산 혼합액

(HNO3/H2O2, 9:1) 10 mL를 teflon bottle에 담은 후 이를 

전처리 시험용액으로 하였으며, microwave digestion sys-

tem(Ethos TC Digestion Labstation 5000, Milestone 

Inc., Monroe, CT, USA)을 이용하여 최고 1,800 W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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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산분해를 실시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용액

은 여과지(Whatman No. 5A,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여 Se을 제외한 Ca, Cu, Fe, K, 

Mg, Na, Zn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OES, PerkinElmer Co., Shelton, CT, USA)로 분석

하였으며, 조건은 refected power 1.4 kW, flow gas ar-

gon, plasma flow 10 L/min, auxiliary gas flow rate 0.2 

L/min, nebulizer gas flow rate 0.55 L/min으로 하였다. 

각 원소별 측정 파장은 Ca(317.926 nm), Cu(327.393 nm), 

Fe(238.204 nm), K(766.490 nm), Mg(279.553 nm), Na 

(589.592 nm), Zn(206.200 nm)이었다. Se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ICP-Mass, Perkin-

Elmer Co.)로 분석하였으며, refected power 1.4 kW, lens 

voltage 9.6 V, plasma flow 18 L/min, auxiliary gas flow 

rate 1.5 L/min, nebulizer gas flow rate 0.92 L/min, 

dwelling time 100 m/s의 조건으로 측정 값(mass) 78을 

질량 값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산 함량 및 조성 분석

지방산 함량 및 조성은 AOAC법(8)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10 g을 취하여 에테르로 추출하고 얻은 추출지방 약 

25 mg에 0.5 N NaOH-methanol 2 mL를 가하여 알칼리염

을 만든 후 14% BF3-methanol 용액 2 mL를 첨가하고 가열

하여 에스테르화하였다. 생성된 지방산 에스테르를 이소옥

탄에 녹여 Na2SO4으로 탈수시켰으며 이를 지방산 분석시료

로 사용하였다. 지방산 조성은 SPTM 2560 column(100 

m×0.25 mm, I.d., 0.2 μm film thickness, Supelco Inc., 

Bellefonte, PA, USA)이 연결된 gas chromatography 

(GC, Agilent 6890N/5975 MSD series, Agilent Tech-

nologies, Avondale, PA, US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조건

은 다음과 같다. 시료 주입구 온도는 250°C,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온도는 285°C, 이동상 기체 He

의 유속은 0.75 mL/min이었으며, column 온도는 170°C에

서 15분간 유지하고 180°C까지 1°C/min의 속도로 상승시

켜 15분간 유지, 245°C까지 3°C/min의 속도로 상승시켜 

13분간 유지하였다. 한편 검출기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각 

지방산의 메틸에스테르에 관한 결과이므로 해당 지방산으

로 전환하기 위해 FID 전환계수(FID conversion factor, 

R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FAi(g/100 g 지방산)=[(Pi×fi)/ Ri]×[100/ ∑(Pj×fj/ Rj)]

Pi, Pj: 지방산 피크면적

Ri, Rj: 각 지방산 표준물질에서 구한 FID 전환계수

fi, fj: 각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로부터 지방산으로의 전환

계수

추출물 제조

분쇄한 시료 40 g에 증류수 400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추출한 후, 4°C, 8,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Avanti J-26 XPI,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 하였다. 상등액을 filter paper(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로 여과하여 감압농축(BÜCHI) 

하였으며, 동결건조(Ilshin Lab. Co. Ltd.) 하여 일정량의 농

도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방법(9)을 약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10 mg/mL 농도로 제조한 추출물 50 μL에 

2 N Folin-Ciocalteu's 시약 25 μL와 20% Na2CO3 150 

μ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ELISA plate 

reader(VersaMax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10, 20, 30, 40 및 50 μg/mL의 농도로 표준검량곡선

을 작성하였으며, 표고버섯 및 이슬송이버섯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g에 대한 mg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분석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Blois(10)의 방법에 따라 안

정한 유리 라디칼인 DPPH에 대해 농도를 달리한 버섯 추출

물의 전자공여 효과로써 이 반응에 의해 라디칼이 감소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제조한 추출물 100 μL에 100 

μM DPPH 용액 900 μL를 넣어 10초간 vortex mixing 후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ELISA plate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

FRAP는 Benzie와 Strain(11)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 100 μL에 acetate buf-

fer(pH 3.6, 30 mM)와 10 mM TPTZ 및 20 mM FeCl3･
6H2O를 10:1:1의 비율로 혼합한 반응용액 700 μL를 혼합

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ELISA plate read-

er(VersaMax Molecular Devices)를 사용하여 59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3회 이상의 반복으로 수행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Ver.10.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표고버섯 및 이슬송이버섯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t-test로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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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β-Carotene (A) and vitamin D (B) contents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Mean±SD (n=3).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Nutrients Lentinula edodes GNA01 Lentinula edodes t-value

Proximate composition
(% dry basis)

  Moistur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fiber
  Carbohydrate

  1.91±0.061)

 6.42±0.07
21.98±0.00
 3.18±0.01
18.17±0.25
66.52±0.14

 2.05±0.03
 5.77±0.04
24.08±0.10
 2.12±0.00
12.11±0.69
65.98±0.10

   3.14
 -11.53**

  30.03**

-112.05***

 -11.75**

  -4.46*

1)Mean±SD (n=3).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

다. 이슬송이버섯의 동결건조 수분 및 조단백 함량은 각각 

1.91%, 21.98%로 표고버섯보다 낮았으나 조회분, 조지방, 

조섬유 및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6.42%, 3.18%, 18.17%, 

66.52%로 표고버섯보다 높았다. 특히 이슬송이버섯 및 표

고버섯의 조지방 함량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식

품의 수분 및 지방 함량에 따라 경도와 씹힘성과 같은 조직

감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12)에 따라 이슬송이버섯 및 표

고버섯의 식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13)

은 동결건조 한 새송이버섯에 9.04%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hon 등(14)은 동결건조 한 상황버섯

의 수분 함량이 13.9%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의 식품성분표(15)에 의하면 말린 표고버섯의 수분 함량이 

10.6%, 가공된 표고버섯 가루의 수분 함량이 6.5%로 본 연

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조시간과 건조방법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Ding 등(5)은 건조한 소나무 잔나

비버섯의 조단백 함량 측정 결과 12.8%로 확인되었으며, 

Lee 등(16)은 영지버섯에 13.6%의 조단백이 함유되어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13)은 새송이버섯의 일반

성분 분석 결과 조단백이 3.48%로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

를 보였다. 이슬송이버섯은 비록 표고버섯 조단백 함량

(24.08%)보다 낮은 함량(21.98%)을 보였으나 다른 버섯과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한 단백질 급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타카로틴(β-carotene) 및 비타민 D 함량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D 함

량은 Fig. 1과 같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 조류에 널리 존재

하는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 하나로 두 개의 

β-ionone 핵을 가지고 있는 레티놀(비타민 A) 전구체이다

(17,18). 항산화, 항암 및 노화 예방 효과가 있어 기능성 식

품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A와 비교했을 때 열

과 산화에 비교적 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슬송이버섯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19.05 μg/100 g으로 표고버섯보다 약 

3배 높았으며, 담자균류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큰갓버섯 추

출물의 베타카로틴 함량(19.2 μg/100 g)과 유사하였다(19). 

또한 Robaszkiewicz 등(19)이 보고한 송로버섯 메탄올 추

출물의 베타카로틴 함량(23.3 μg/ 100g)보다는 낮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Mau 등(20,21)은 목이버섯, 운지버

섯 및 영지버섯에 베타카로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여 버섯의 종류에 따라 베타카로틴의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함

량은 100 g당 각각 118.53 μg과 50.26 μg으로 측정되었다. 

즉 이슬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함량은 약 2배 이

상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Mattila 등(22)이 보고한 

양송이(0.02 μg/100 g), 표고(1 μg/100 g), 느타리버섯

(0.03 μg/100 g)의 비타민 D 함량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akamura 등(23)은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중량으로 100 g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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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minerals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Nutrients Lentinula edodes GNA01 Lentinula edodes t-value

Minerals compositions 
(mg/100 g dry basis)

Ca
Cu
Fe
K
Mg
Na
Zn
Se

   5.69±2.211)

   ND2)

   1.78±0.06
2,277.50±9.19
 203.15±5.30
   6.82±0.29
   6.94±0.08
   0.02±0.00

  19.77±6.19
      ND
   3.66±0.46
2,148.50±231.22
 114.20±12.73
  15.26±2.15
   9.44±0.94
   0.05±0.01

 3.03
  －
 5.71*

-0.79
-9.12*

 5.50*

 3.75
 3.99

1)Mean±SD (n=3). 2)ND: not detecte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Table 3. Components of fatty acid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Fatty acid (mg/100 g dry basis) Lentinula edodes GNA01 Lentinula edodes t-value
  Pentadecanoic acid (C15:0)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n-6)

  27.14±0.141)

 181.06±0.73
  13.39±4.25
  32.67±1.61
1,087.66±69.51

   9.92±2.66
 255.21±1.02
  31.35±1.41
  60.87±1.66
1,505.67±35.96

-9.15*

83.49***

 5.67*

17.22**

 7.55*

  Total SFA2) 

  Total UFA3)

  Total UFA/ total SFA

 221.59±4.85
1,120.33±71.12
   5.05±0.21

 296.48±0.23
1,566.53±37.62
   5.28±0.13

21.82*

 7.84*

 1.31
1)Mean±SD (n=3). 2)SFA: saturated fatty acid. 3)UFA: unsaturated fatty acid.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μg에서 110 μg까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비타민 D는 골 건강에 중요한 영양적 요인이 

되는 비타민으로 자외선 노출 시 자연적으로 생합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쉽게 결

핍될 수 있는 비타민이며, 체내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아지면 

칼슘 흡수력이 저하되고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

게 되어 골다공증, 대사증후군 및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24-27).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이슬송이버섯의 높은 비타민 

D 함량은 다양한 이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골 건강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질 함량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무기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이슬송이버섯의 Ca, Fe, Na, Zn, Se 

함량은 표고버섯보다 낮았으나 K과 Mg은 각각 2,277.50 

mg/100 g, 203.15 mg/100 g으로 표고버섯보다 높았다. 

특히 Mg은 표고버섯의 약 2배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이슬송이버섯의 주된 무기질은 K으로 확인되었다. Hong 등

(28)은 아위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의 영양성분을 분

석한 결과 각각의 K 함량이 2,377.4 mg/100 g, 340.0 mg/ 

100 g, 289.0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Mg 함량은 아위버섯에만 존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버들송이버섯, 해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의 K과 

Mg 함량은 건물 100 g당 각각 3,478.6 mg과 176.2 mg(3), 

3,383.3 mg과 105.7 mg(4), 2,752.7 mg과 83.9 mg(13), 

224.0 mg과 72.8 mg(14)으로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

으나 대부분의 버섯에는 다양한 무기질 중 K이 주된 성분인 

것은 일치하였다. 

지방산 함량 및 조성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지방산 함량과 조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두 버섯 모두 불포화지방산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특히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linoleic acid가 

각각 1,087.66 mg/100 g, 1,505.67 mg/100 g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Pentadecanoic acid를 제외한 모

든 지방산의 함량은 이슬송이버섯보다 표고버섯이 유의적

으로 높았으나 포화지방산 대비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

각 5.05, 5.28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에 함유된 지방산은 대부분 불포

화지방산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영지버섯과 표고버섯, 느타

리버섯의 지방산 조성 중 불포화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16,29,30)와 일치하였다. 또한 표고

버섯의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linoleic acid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는 Cho 등(3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

다. 

총 페놀 함량

폴리페놀은 hydroxyl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로 식물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항암, 항균 활성과 같은 생리활성을 가지

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32-34). 이에 따라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페놀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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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traction of mushroom with distilled water: yields and composition of extracts
Lentinula edodes GNA01 Lentinula edodes t-value

  Extraction yield (%)
  Total phenol contents (mg GAE/g dry basis)

52.081)

12.52±0.372)
35.80

15.33±0.04
－

13.15***

1)The extraction yield was calculated as % yield=(weight of sample extracts/ initial weight of sample)×100. 
2)Mean±SD (n=3).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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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Mean±SD (n=3).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고버섯보다 이슬

송이버섯에서 더 높은 수율을 보였으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12.52 mg GAE/g, 15.33 mg GAE/g으로 표고버섯에서 더 

높았다. 이는 새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387 mg%)을 분석한 Kim 등(13)의 연구 결과보다 약 4~5

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물버섯, 아가리쿠스버섯, 느타리버

섯, 송이버섯, 송로버섯 등 다양한 식용버섯 물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을 연구한 Robaszkiewicz 등(19)의 연구 결과

(1.65~13.01 mg GAE/g)보다 높거나 혹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au 등(20)에 따르면 목이버섯의 총 페놀 함량

은 목이버섯 종류에 따라 그 함량은 각기 다르나 1.04~8.72 

mg/g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운지버섯과 영지버섯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23.28 mg/g, 47.25 mg/g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으며(21), 차가버섯 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또한 26.81 mg/g으로 보고되어(35)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

다. 이는 서로 다른 버섯의 종류뿐만 아니라 상이한 추출 

용매와 추출법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Hydroxyl, superoxide, ATBS 등의 다른 radical 소거 활성

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매우 간단하며 반응시간이 짧아 신속

하고 정확하다(36,37). 이에 따라 이슬송이버섯 및 표고버

섯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 활성

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슬송이버섯과 표

고버섯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높아졌으며, 이슬송이버섯은 거의 직선성에 가까

웠다. 또한 이슬송이버섯의 radical 소거 활성이 표고버섯보

다 모든 농도에서 약 10~20%만큼 낮게 측정되었으나 10 

mg/mL 농도에서 80% 이상의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다. 

Kang 등(2)은 100 mg/mL 농도의 표고버섯 추출물의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81.5%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Seo 

등(3)은 버들송이버섯, 큰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의 생리활

성을 분석한 결과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각각 58.2%, 

22.5%, 33.3%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 Kim 등(38) 또한 신품종 갈색양송이 ‘다향’의 항산

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물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52.14%, 57.81%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상의 결과 비록 이슬송이버섯은 표고버섯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10 mg/mL 농도에서 80% 이상의 높은 활성

을 확인하였다. Katsube 등(39)은 다양한 식물의 항산화 활

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이 저밀도지단백질

의 산화뿐만 아니라 radical 소거 활성과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이슬송이버

섯보다 표고버섯에서 높았고 DPPH radical 소거 활성 또한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페놀성 화합물이 DPPH 

radical 소거 활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RAP

FRAP는 화합물의 환원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pH 3.6에서 

ferric tripyridyltriazine(Fe3+-TPTZ) 복합체가 환원력을 

가진 물질에 의해 청색의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 

TPTZ) 복합체로 전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11). 이에 

따라 시료와 FRAP 용액과의 반응액을 59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환원력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이슬송이버섯의 환원력은 모든 농도

에서 표고버섯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4 mg/mL 농도에서

는 흡광도 약 0.2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6 mg/mL 

농도에서는 흡광도 0.03의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표고버

섯은 10 mg/mL 농도에서 1 이상의 흡광도를 보여 이슬송이

버섯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이슬송이버섯 또한 0.937로 

1에 가까운 환원력을 보였다. Cho 등(40)은 새송이버섯의 

항산화 효과를 연구한 결과 10 mg/mL의 메탄올 추출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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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P values of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Mean±SD (n=3). *P<0.05, **P<0.01, ***P<0.001: Signifi-
cantly different between Lentinula edodes GNA01 and Lentinula
edodes by t-test. 

물 추출물의 환원력이 각각 1.44, 1.57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또한 Nguyen 등(41)은 흰망태버섯의 메

탄올과 열수 추출물의 환원력이 각각 1.96, 1.83으로 측정

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잎새버섯의 메탄올 추출물은 10 mg/mL 농도에서 약 0.6의 

환원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42) 본 연구 결과보다 낮

은 수준이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마찬가지로 

FRAP는 페놀성 화합물,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3). 본 연

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총 페놀 함량이 높았던 표고버섯은 

FRAP 분석 결과 이슬송이버섯보다 환원력이 더 우수한 것

으로 보아 총 페놀 함량과 FRAP의 양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수요가 부족한 이슬송이버섯의 보급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슬송이버섯의 이화학적 특

성 및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이슬송이버섯은 중국 복건

성 삼명진연구소 L26과 경원9015를 모균주로 하여 교배된 

신품종 표고버섯으로 표고버섯과 달리 갓과 자루의 구별이 

없는 구형을 띠고 있다. 이슬송이버섯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및 조단백 함량은 표고버섯보다 낮았으나 조회분, 

조지방, 조섬유 및 탄수화물 함량은 표고버섯보다 높았다. 

이슬송이버섯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19.05 μg/100 g으로 표

고버섯의 베타카로틴 함량보다 약 3배 높았으며, 비타민 D 

함량 또한 118.53 μg/100 g으로 표고버섯의 약 2배로 확인

되었다. 주요 무기질은 K으로 측정되었으며, Mg 함량이 표

고버섯의 약 2배로 측정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슬

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의 지방산 함량과 조성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linoleic acid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슬송이버섯의 총 페놀 함

량은 표고버섯보다 낮았으며, 1,1-diphenyl-2-picrylhy-

drazyl(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ferric reducing anti-

oxidant power(FRAP) 또한 모든 농도에서 표고버섯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슬송이버섯은 10 mg/mL 농도에서 80% 

이상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FRAP 또한 

1에 가까운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이슬송이

버섯은 비록 항산화 활성은 표고버섯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나 베타카로틴 및 비타민 D 함량은 표고버섯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항산화 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훌륭한 식품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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