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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ximate composition, free sugars, amino acids, and minerals in
five Lentinula edodes cultivars collected in Korea.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crude fat and crude fiber
were found between the samples;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variation in the contents of nitrogen free extract, ash, and
crude protein. Three kinds of free sugars (fucose, arabinose, and glucose) were identified by HPLC, with the glucose
content ranging from 5.94% to 12.08%. Sixteen kinds of free amino acids were identified: the highest content of amino
acids was found in ‘Sanlim5ho’ (13,768.33 mg%), while the highest content of free amino acids was found in ‘Sanlim4ho’
(6,790.57 mg%). The minerals detected in the L. edodes cultivars were potassium, calcium, magnesium, and sodium, the
contents of which ranged from 567.16–2,356.09 mg%, 3.85–7.42 mg%, 9.79–20.88 mg%, and 19.60–22.62 m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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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균에 속하는 버섯은 자실체를 형성하는 고등균류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

어 왔으며, 자연 식품, 저칼로리 식품 및 무공해 식품으로

도 진가가 인정되고 있다 (Oh et al., 2007). 또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식품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1997). 

표고 (Lentinula edodes)은 활엽수에 기생하는 담자균류

로, 느타리과 잣버섯속 혹은 표고속으로 분류되며, 우리나

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버섯 중에 하나이다. 또한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버섯으로 동양인이 좋아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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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들도 많이 소비하고 있다 (Hong 1980; Ko et al.,

1999).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 식품으

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강장, 이뇨, 신장염, 신경쇠약, 불

면증, 천식, 위궤양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으며, 각종 미

네랄과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저칼로리성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Park et al., 1998; Hong et al., 1988;

Choi et al., 2000). 더불어 항암작용 물질인 렌티난

(lentinan)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함량을 낮추는 에리타

데닌 (eritadenin)을 함유하고 있어 약용 버섯으로도 사용

되는 추세다 (Park et al., 2011). 

표고은 농산버섯을 포함한 버섯 사업 중에서 생산액 1위,

생산량 4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임산버섯으로 임가의 중요

한 소득 작물이나, 각 품종의 유용성분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망한 표고버섯

5 품종의 영양성분을 알아보고자 일반성분, 유리당, 아미노

산 및 무기성분의 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시험에 사용된 표고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수

집 및 분류하여 냉동건조 한 후 보관된 자실체를 사용하

였다(Fig. 1). 시험에 사용한 품종들의 배양온도는 25
o

C,

pH는 5~6, 탄소원은 glucose, 질소원은 malt extract를 사

용하였다.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추출 및 chromatography용 용매 및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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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 1996)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시료

0.5 g을 각각 칭량병에 담고 105
o

C dry oven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조회분은 시

료 0.5 g을 250
o

C에서 예비 회화한 후 600
o

C에서 직접

회화법으로, 조단백질의 함량은 Kjeldahl법 (Sin, 1987)으

로 측정된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

며, 조지방의 함량은 Soxhlet 추출법 (Lee et al., 2008)으

로, 조섬유는 Henneberg Stohmann 개량법 (Kim et al.,

2007)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가용성 무질소물의 함량은

총량에서 조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섬유의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유리당 분석

유리당 분석은 시료 0.2 g에 증류수를 가하고 60
o

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5,000 rpm, 15 min)하

여 상층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Co.,

USA)로 여과 하였으며 여액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

법으로 계산하였으며, HPLC조건은 Table 1과 같다. 

구성아미노산

구성 아미노산 분석은 분쇄 시료 0.2 g과 6 N-HCl 10

mL을 시험관에 넣은 후 시험관 끝을 불로 녹여 앰플로

만들어 밀봉 한 후, 오토클레이브 110
o

C에서 24시간 가수

분해 시켰다. 가수분해가 종료 된 후, 앰플을 깨고 여과지

를 이용하여 여과화면서 methanol 50 mL로 정용하였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20 mM HCl 10 mL로 정용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일정량

취하여 AccQ-Tag 시약을 사용하여 유도체화 시킨 후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으

며, HPLC조건은 Table 2와 같다. 

Fig. 1. Mushroom samples of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Table 1. HPLC conditions for free sugar analysis

Content Analysis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ELSD detector

Column ZORBAX Carbohydrate
( 4.6 mm × 150 mm )

Solvent 75% Acetonitrile
Column temp. 30oC
Flow rate 1.4 mL/min
Injection volume 5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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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미노산

유리아미노산 분석은 시료 0.2 g에 증류수를 가하고

60
o

C에서 4시간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5,000 rpm, 15

min)하였다. 상등액 10 mL에 sulfosalicylic acid 25 mg을

첨가하여 4
o

C에서 4시간 동안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

(5,000 rpm, 15분)하여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상등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액을 일정량

취하여 AccQ-Tag 시약을 사용하여 유도체화 시킨 후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으

며, HPLC조건은 Table 3과 같다. 

무기성분

무기성분은 건식분해법으로 전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즉 시료 0.5 g을 600
o

C에서

회화시켜 백색회분을 얻은 후, 2배 희석한 진한 염산 10

mL를 가해 여과하여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4배

희석한 염산 10 mL를 가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mL로 정용한 여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무기성

분의 정량은 원자흡광광도계 (Perkin Elmer AAnalyst

400)로 각 원소의 표준 용액 농도를 0.1, 0.5 및 1.0 ppm

으로 조제하여 표준 검량 곡선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표고 5종의 일반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

다. 수분함량은 5.44~6.80%로 나타났고, 조지방 함량은

1.42~2.24%로 시료들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

단백질 함량은 ‘산림5호’가 2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산림9호’ (17.98%), ‘산림4호’ (15.99%), ‘산림 7호’

(13.94%), ‘산림 2호’ (12.94%)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회분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진 ‘산림5호’ (5.08%)를

제외하고 3.22~3.93%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났다. 조섬유

함량은 ‘산림7호’ (4.01%), ‘산림5호’ (3.91%), ‘산림2호’

(3.58%), ‘산림9호’ (3.51%), ‘산림4호’ (3.27%)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표고의 유효성분인 렌티난은 다당체로 (Ross

et al., 1999), 가용성 무질소물 함량은 당 성분으로 변화되

는 탄수화물의 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Jeong et al., 2008).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수화물이라

고 볼 수 있는 가용성 무질소물의 함량은 ‘산림2호’

(64.78%), ‘산림7호’ (63.32%), ‘산림4호’ (62.04%), ‘산림9

호’ (60.82%), ‘산림7호’ (54.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HPLC conditions for amino acid analysis

Content Analysis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Detector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FLD

Column AccQ-Tag™

(Waters Co., 150 mm × 3.9 mm)
Column temp 37oC

Buffer solution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5 μL

Table 3.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conditions for
mineral analysis

Content Analysis condition

Instrument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AAnalyst 400)

Fuel flow C2H2, 2.0 mL/min
Oxidant flow Air, 10.0 mL/min
Wavelength (nm) K: 766.49, Mg: 285.51, Na: 589.00, Ca: 422.67 

Table 4. The proximate composition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Sample
Proximate composition (s)

Content (%)
Moisture Crude ass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fiber nitrogen free extract

A 6.44±0.051) 3.34±0.01 12.94±1.73 1.42±0.02 3.58±0.02 64.78±0.06
B 5.52±0.08 3.93±0.01 15.99±1.19 1.49±0.01 3.27±0.01 62.04±0.05
C 6.80±0.04 5.08±0.03 21.07±1.66 2.24±0.01 3.91±0.01 54.19±0.04
D 5.44±0.02 3.54±0.05 13.94±1.13 1.99±0.02 4.01±0.02 63.32±0.06
E 6.41±0.07 3.22±0.02 17.98±1.71 1.67±0.01 3.51±0.01 60.82±0.06

1)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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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조지방과 조섬유 함량은 시료구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용성 무질소물, 회분,

조단백질 함량은 시료구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유리당 함량

표고 5종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총 3종의 유리당이 검출되었으며, fucose, arabinose

및 glucose로 나타났다. 

검출된 유리당 중 glucose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치

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arabinose가 검

출되었다. 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유리당

으로 알려진 fucose는 2종의 시료에서만 검출되었다.

총 유리당 함량은 ‘산림7호’ 14.38%, ‘산림5호’ 11.62%,

‘산림9호’ 11.03%, ‘산림4호’ 8.90%, ‘산림2호’ 8.62%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Glucose 함량은 5.94~12.08%,

arbinose 함량은 1.97~4.51%까지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유리당 구성비율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ucose 함량은 산림 7호가 0.34%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고, 산림 9호가 0.24%로 나타났다. 

버섯에 함유된 유리당들은 항산화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다(Song et al., 1995; Sliva, 2010;

Kim et al., 2000). fucose는 버섯에 함유된 유리당 중 가장

강한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음

식물에서는 쉽게 획득할 수 없지만 모유나 약용 버섯류에서

흔히 발견된다(Seo, 2012). 본 연구결과 fucose함량이 함유

되어 있는 ‘산림7호’ 및 ‘산림9호’는 향후 항산화 원료 제조

시 적합한 품종으로 생각되며, 버섯 생산방법에 따른 fucose

함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Table 5. Free sugar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Sample
Free sugar

Content (%)
Fucose Arabinose Glucose Total

A 0.00 2.68±0.251) 5.94±0.11 8.62±0.18
B 0.00 2.42±0.32 6.48±0.24 8.90±0.28
C 0.00 4.51±0.39 7.11±0.22 11.62±0.31
D 0.34±0.04 1.97±0.17 12.08±0.20 14.38±0.14
E 0.24±0.04 2.77±0.13 8.02±0.19 11.03±0.12

1)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Table 6. Total amino acid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Total amino acids
Content (mg%)

A B C D E
Aspartic acid 708.65±9.881) 799.42±8.51 951.25±9.40 638.55±8.12 571.70±8.05

Serine 632.44±7.34 659.71±4.28 788.05±7.08 559.99±4.91 541.59±5.02
Glutamic acid 1971.28±10.12 2369.46±11.04 2305.09±10.87 1759.09±10.08 2155.52±10.22 

Glycine 529.70±7.25 568.58±6.31 688.28±5.28 494.17±4.27 497.55±5.58
Histidine 406.49±4.60 418.69±4.25 518.16±5.07 341.16±4.13 356.58±4.48
Arginine 841.80±6.49 895.09±6.62 1212.20±9.01 743.72±5.80 726.43±6.65

Threonine 667.22±7.13 716.83±6.30 835.64±7.88 610.42±6.10 613.92±6.12
Alanine 748.43±8.04 647.48±6.78 721.71±6.50 524.51±6.02 521.72±6.26
Proline 453.20±5.05 480.29±4.38 528.19±5.91 422.58±5.58 388.22±4.01

Tyrosine 174.98±3.11 211.41±3.84 284.77±3.45 188.08±2.44 187.27±3.60
Valine 819.33±7.70 978.53±6.82 1024.63±9.00 748.26±6.24 781.41±7.33

Methionine 156.10±3.03 169.94±4.08 208.64±4.37 152.29±3.22 139.72±4.89
Lysine 847.83±7.75 944.38±8.30 1159.42±8.61 720.93±7.99 675.28±6.15

Isoleucine 640.75±6.99 688.37±6.53 788.84±7.04 554.15±6.05 576.24±4.90
Leucine 883.40±8.74 943.32±8.94 1068.56±9.18 770.72±7.98 747.59±7.21

Phenylalanine 574.03±5.22 607.02±5.81 684.91±6.32 497.86±4.66 500.34±4.04
TAA2) 11055.64 12098.51 13768.33 9726.46 9981.09 
EAA3) 4995.15 5467.07 6288.80 4395.78 4391.08 

EAA/TAA(%) 45.18 45.21 45.72 45.22 44.02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1)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2) 
TAA, total amino acid.

3) 
EAA, essential amino acid(Thr+Val+Met+Ile+Leu+His+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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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아미노산 함량

표고 5종의 구성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구성

아미노산으로는 해독작용, 뇌 진정효과 및 당과 지질대사

를 돕는 glutamic acid, 필수아미노산으로 면역기능을 향

상시키는 arginine, 골다공증 예방, 치료 및 피로회복 역할

을 하는 lysine외 valine, leucine 등(Eghianruwa et al.,

2011)으로 나타났다.

총 아미노산 함량은 표고 품종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산림 5호’가 13,768.33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냈고, ‘산림 4호’가 12,098.51 mg%를 나타났으며, ‘산

림 2호’ 11,055.64 mg%, ‘산림 9호’ 9,981.09 mg%, ‘산

림 7호’ 9,726.46 mg% 순으로 나타났다. 

버섯은 감칠맛을 내는 glutamic acid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훨씬 많다. (Kwon et al., 1987). 본 실험결과 주요

아미노산으로 검출된 arginine은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간에서는 체내 암모니아를 제

거하기 위하여 요소의 합성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arginine이 요소회로(urea cycle)에서 요소로 분해된다.

arginine은 상피세포, 뇌신경세포, 중성구(neutrophil), 산

화질소(nitric oxide) 생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혈

압, 장운동의 조절, 혈소판의 응고, 식균세포의 기능에 관

여하는 산화질소(NO)의 전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almer et al., 1988). arginine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은 육류, 어류, 유제품, 견과류, 초콜릿 등이다. valine은

1901년 독일의 화학자 에밀 피셔가 카세인에서 최초로 분

리했다. 가금류와 포유류의 경우 발린은 체내합성이 불가

능하므로 음식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그러나 식물과 미생물은 탄수화물의 분해산물인 피루

브산에서 valine을 합성할 수 있다(Kim et al., 2010).

이처럼 아미노산 함량은 버섯류의 맛과 영양학적인 측

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품종 별로 나타난 아미노산 함량 차이와 조성의 차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에 따른 버섯 생산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아미노산

표고 5종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16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유리아

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histidine 및 arginine으로 나

Table 7. Free amino acid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Free amino acids
Content (mg%)

A B C D E
Aspartic acid 58.02±1.371) 130.93±3.16 64.17±2.67 106.24±2.49 103.14±2.44

Serine 203.51±2.31 293.44±3.02 165.19±2.15 218.26±2.10 253.01±2.46
Glutamic acid 790.47±6.48 1640.66±9.01 418.05±3.25 1109.89±9.19 851.44±7.58

Glycine 60.76±1.54 47.24±1.48 32.43±1.21 56.99±1.60 95.32±1.88
Histidine 893.59±7.47 1230.73±9.28 734.64±6.76 708.28±6.14 1896.04±9.65
Arginine 467.56±3.97 620.36±5.34 548.24±4.27 421.86±4.11 561.03±5.02

Threonine 189.37±2.17 470.33±4.02 173.02±1.01 257.89±2.31 333.68±2.33
Alanine 300.57±2.87 117.76±1.67 172.44±1.33 296.30±2.58 376.78±3.84
Proline 158.76±1.66 283.40±2.88 64.01±1.25 222.40±2.12 149.43±1.25

Tyrosine 134.10±1.54 0.00 65.62±1.08 157.52±1.26 187.07±1.11
Valine 238.98±1.22 11.63±1.00 192.89±2.22 294.60±2.99 379.13±3.27

Methionine 17.57±1.08 200.94±2.71 0.00 0.00 32.20±100.
Lysine 200.90±2.70 692.19±6.17 216.09±1.17 325.13±2.72 315.83±3.79

Isoleucine 106.79±1.86 255.76±2.81 69.38±1.05 81.75±2.01 169.63±2.42
Leucine 154.17±1.44 468.82±3.62 103.18±1.94 107.78±1.08 228.69±3.04

Phenylalanine 201.17±1.70 326.40±3.03 140.54±1.02 178.34±1.15 307.15±2.55
TAA1) 4176.29 6790.57 3159.89 4543.24 6239.57 
EAA2) 2002.53 3656.79 1629.74 1953.77 3662.34 

EAA/TAA(%) 47.95 53.85 51.58 43.00 58.70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1)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2) 
TAA, total amino acid.

3) 
EAA, essential amino acid(Thr+Val+Met+Ile+Leu+His+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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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리아미노산 중 높은 함량을 나타낸 histidine은 과거

성인에게는 비 필수아미노산으로 취급되었지만, 세계보건

기구는 histidine을 필수아미노산으로 취급하고 있다(Jegal

et al., 1994). 구조적으로는 이미다졸 고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 아르기닌, 리산과 함께 염기성 아미노산이다

(Ro et al., 1994).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 강

화, 궤양치료, 가슴앓이와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에 관여

하며 수집된 표고 중 ‘산림 9호’가 4,254.03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산림 4호’가 6,790.57 mg%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성 아미노산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구성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난 원목·톱밥겸용인 ‘산림

5호’는 3,159.89 m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어 구성

아미노산 결과와 차이를 보여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였다. 

무기성분

표고 5종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K, Ca, Mg, Na 가 검출되었으며, K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림 5호’가 2,356.09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산림 2호’ 1,850.38 mg%, ‘산림 7호’

1,139.09 mg%, ‘산림 4호’ 928.33 mg%, ‘산림 9호’

567.16 mg%로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Mg

의 함량은 ‘산림 5호’ 20.88 mg%, ‘산림 9호’ 18.11 mg%,

‘산림 4호’ 16.85 mg%, ‘산림 7호’ 13.81 mg%, ‘산림 2호’

9.79% 순으로 나타났다. Ca 함량은 3.85~7.42 mg%, Na

함량은 19.60~22.62 mg%로 품종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성분 중 회분 함량의 차이에 따라 무기성분 함량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무기성분은 회분 함량과 비례하는 경

향성이 나타났으며(Kim et al., 1993), 본 연구결과에서는

배지뿐 아니라 품종 별로 무기성분이 다소간의 차이가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적 요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표고의 성분차이에 의한 특

성을 분석하고자 5 품종을 수집하여 일반성분 및 유리당,

아미노산 및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조지방과 조섬유 함량은 품종간에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가용성 무질소물, 회분, 조단백질 함량은

시료구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유리당 함량을 분

석한 결과 총 3종의 유리당이 검출되었으며, glucose 함량

은 시료별로 5.94~12.08%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구성아

미노산은 총 16종이 검출되었으며, ‘산림 5호’가 13,768.33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리아미노산은 총 16종이 검

출되었으며, ‘산림 4호’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6,790.57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

과 potassium, calcium, magnesium 및 sodium 4개의 미

네랄이 검출되었으며, sodium의 함량은 567.16~2,356.09

mg%를 차지하여 가장 큰 함량을 보였고, magnesium의

함량은 9.79~20.88 mg%였으며, calcium은 3.85~7.42

mg%로 나타났고, sodium은 19.60~22.62 mg%로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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