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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H, temperature, and salt concentration on protease activities in
Hypsizygus marmoreus, and the ability of H. marmoreus extract to tenderize beef. In fact, H. marmoreus was shown to have
higher protease activity than kiwi fruits. The pH of beef was dose dependently increased with addition of H. marmoreus

extract. Cooking loss, cutting strength, and color value (L, a, b) were also dose dependently decreased with addition of H.
marmoreus extract. In sensory assessments, H. marmoreus extract dose dependently enhanced perception of tenderness,
flavor, and taste. In contrary, use of kiwi fruits as a meat tenderizer decreased positive perception of taste. The protease
activitiy of H. marmoreus decreased sharply at pH < 2.0, and temperature > 50 oC. Protease activity was relatively stable in
NaCl concentrations ranging from 0–5 M, but increment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NaCl. These results suggest that, H.
marmoreus extract can improve the texture and taste of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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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은 만가닥버섯

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북반구 온대 이북지역에 분포

되어 있으며 주로 가을철 활엽수에 군생한다(Lim et al.,

2010). 이 버섯은 부드럽고 뭉클한 식감을 갖는 느타리버

섯, 표고버섯 등과 달리 열처리 후에도 비교적 아삭한 식

감을 갖는 특성이 있어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적용하

기 좋은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테르펜류 항암물질인

hypsiziprenol A9를 함유하고 있고(Min et al., 2018)

elastase 및 collagenase 저해활성이 우수해 항노화 기능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Kwon et

al., 2018) 기능적 측면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그러나 테

르펜으로 인한 쓴맛과 소비활용 방법 부재로 느티만가닥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 중심의 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분해효

소의 활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식육연화제로는 주로 키위,

파인애플 등의 과일이 사용되고 있으나 식육의 과잉분해

의 문제가 발생하고 당도, 산도가 높아 활용될 수 있는 고

기요리가 한정적이다. 감칠맛 성분이 높고 고기와의 어울

림이 좋은 버섯을 연육제로 활용한다면 요리의 풍미와 함

께 기능성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버섯

의 단백질분해효소활성에 대한 연구는 소화제로 활용되어

온 능이버섯을 비롯해서 팽이버섯 균사체 배양액 연구

(Hong, 2007), 잎새버섯 추출액의 연육작용(Takako et

al., 2008) 등 다수 진행되어 있으나 느티만가닥버섯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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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느티만가

닥버섯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을 분석하고 버섯을 첨가한

육류의 품질특성을 구명하여 버섯의 연육제로서의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준비 및 시료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느티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과 키위, 소고기는 경기도 광주 내 위치한 버섯농장과 식

품판매장에서 구입하여 구입 즉시 사용하였다. 느티만가

닥버섯과 키위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 느티만가닥버섯은 버

섯을 가닥으로 분리하고 키위는 껍질을 벗겨 슬라이스 형태

로 절단하여 동결건조기(LP10, ilShinBioBase, Korea)에서

–35
o
C까지 동결시키고 –10 torr 진공에서 30

o
C까지 온도

를 점진적으로 올려 48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건조한 버섯

과 키위를 믹서기로 분쇄한 후 20배의 Distilled water를

가해 voltexer를 사용하여 1분 동안 균질화하고 7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동결건조한 것

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단백질분해효소 활성 측정
버섯 내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은 Cupp-Enyard(2008)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0.65% casein 용액을 기질용액

으로 하여 5 ml에 효소액 1 ml을 가하고 37
o
C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다음 110 mM TCA 용액을 5 ml 넣고 방치

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액을 pore size 0.45 µm의

polyethersulfone syringe filter(Millex-HP syringe filter,

Millex, Germany)로 여과한 뒤 여액 2 ml을 취하여

0.5 M Na2CO3 5 ml과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를

1 ml 가하여 발색시킨 뒤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효소활성도는 시료 1 ml이 1분에 tyrosine 1 µg을 생

성한 효소량을 1 unit으로 하였다.

염도, 당도 및 pH 측정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신선한

버섯과 키위를 동량의 distilled water를 섞어 믹서기로 분

쇄하고 그 상등액을 취하여 염도(Digital salt meter, PAL-

03S, Atago, Japan)와 당도(굴절당도계, PAL-1, Atago,

Japan) 및 pH(S20, Mettler toledo, US)를 측정하였다. 연육

제를 첨가한 육류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분말 처리한 소고

기 5 g을 증류수 20 ml과 혼합하고 homogenizer(T50, ultra

turrax, Germany)로 완전히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

등액의 pH를 측정하였다.

육류에 대한 버섯 처리
소고기는 우둔살 부위를 2×2×1 cm로 절단하여 사용하

였다. 소고기 중량의 0%, 1%, 3%, 5%, 7%에 해당하는

느티만가닥버섯 시료와 3%에 해당하는 키위 시료를 동량

의 증류수에 녹인 후 혼합액을 소고기 표면에 도포하여

25 
o
C로 온도를 설정한 항온기에 3시간 처리하였다. 

 

 가열감량 측정 
 소고기의 가열 중의 육즙 소실양을 조사하기 위해 분말

처리한 소고기를 polyethylene bag에 넣어 밀봉하고 80
o
C로

설정한 water bath에 30분간 익힌 다음 실온에서 냉각하

고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다. 

가열감량(%) = 

(가열 전 무게 – 가열 후 무게)/가열 전 무게 × 100

절단강도 및 색도 측정 
소고기의 절단강도는 Texture analyzer(CR-100, Sun

Rheo Meter, Japan)를 이용하여 speed는 60 mm/min, 측

정 깊이 12.0 mm, adapter No. 10으로 설정하여 시료를

도포하여 3시간 처리 후 가열한 소고기를 절단할 때 받는

힘을 측정하였다. 시료를 처리한 후 가열한 소고기의 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pectrophotometer(CM-5, Konica

minolta, Japan)을 사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

(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값으로 나타냈다. 

관능검사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시료를 첨가한 소고기에 대한 관

능적 품질을 살펴보기 위해 시료를 도포한 고기를 3시간

재운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패널은 연구

소 내 연구원 15명을 대상으로 고기의 연육정도와 맛, 향

에 대한 기호도에 대해 1(매우나쁨) ~ 9(매우좋음)의 9단

계 평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시료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

기 위해 시료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된 숫자로 표시하였다. 

느티만가닥버섯 시료의 안정성
시료의 pH에 대한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pH 2-8로

맞춰진 Mcvaline buffer 10 ml에 시료를 0.5 g 넣은 뒤

4
o
C에서 24시간 방치 후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을 측정하

였다(Kim et al., 2011). 온도에 대한 안정성은 시료 0.5 g

을 distilled water 10 ml에 넣어 30, 40, 50, 60, 70, 80
o
C에서 10분간 방치 후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을 측정하였

다. 염도는 0, 1, 2, 3, 4, 5 M로 제조한 NaCl solution

10 ml에 시료 0.5 g을 넣어 4
o
C에서 24시간 방치하여 단

백질분해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측정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각 처리별로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7.1, SA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검정을 행하였으며, 처리효과의 유의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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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처리구간 평균치의 유의성 비교는 Duncan의 다중비

교법(Duncan’s-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에서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료의 품질 및 단백질분해활성 측정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 추출액의 품질과 단백질분해효

소 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느티만가닥버

섯의 pH는 6.5로 키위의 pH보다 높았으며 염도와 당도는

2.2%, 2.8
o
brix로 키위에 비해 낮았다. 단백질분해효소 활

성은 느티만가닥버섯이 3.8 unit/ml으로 키위 2.4 unit/ml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p<0.05)

이는 키위가 효소 외의 염분 등의 물질을 다량 함유하여

분말이 갖는 효소단백질의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느티

만가닥버섯의 효소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물

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효소활성의 수율도 느티만가닥

버섯이 1.3 unit/g으로 키위에 비해 더 높았다.

느티만가닥버섯 및 키위를 첨가한 소고기의 pH 및 가열
감량 변화
느티만가닥버섯 시료 첨가량에 따른 소고기의 pH변화

는 Table 2와 같다. 느티만가닥버섯 시료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소고기의 pH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키위 시료

를 3% 첨가한 소고기의 pH는 4.97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의 pH

값이 소고기의 pH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육류의 주요한 품질인자 중 하나인 가열감량은 가열에

따른 근섬유의 변형으로 인한 보수력 감소로 나타나게 된

다. 느티만가닥버섯 첨가에 따른 소고기의 가열감량은 첨

가량이 1, 3, 5, 7%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37.9, 35.5,

33.0, 32.5%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키위

시료를 3% 첨가한 처리가 42.0%로 유의적으로 높은 것과

는 상반되나 pH가 증가할수록 보수력이 증가하고 가열감

량이 감소한 Park 등(2002)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육

류의 pH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느티만가닥버섯 첨가 소고기의 절단강도 및 색도
느티만가닥버섯 시료 첨가량에 따른 소고기의 전단력과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첨가군의 소고기의

절단강도가 222.5 kg/cm
2
이었고 버섯 시료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149.2 kg/cm
2
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능이버섯의 첨가가 소고기

의 경도를 감소시킨 결과(Bae et al., 2002)와 유사하며

버섯 내 다량 존재하는 단백질분해효소로 인해 소고기의

actin, collagen 등의 근 단백질이 분해된 결과로 판단된다.

단백질분해효소활성이 더 낮았던 키위시료의 3% 첨가구

와 동량의 느티만가닥버섯 시료를 처리하였을 때는 키위

를 첨가한 것의 절단강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고기의 염

지 농도가 높을수록 근원섬유 단백질간의 결합력이 약화

되어 연도가 향상된 Moon 등(2002)의 결과와 당분이 고

기의 조직감에 영향을 준다는 Song 등(1997)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단백질분해효소 외의 요소가 연화작용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소고기의 색도는 Table 3에서와 같이 버섯시료 첨가량

이 늘어날수록 L, a, b 값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었으며(p<0.05) 육안으로 볼 때도 소고기의 색택이

어두워지고 적색도가 감소하였다(Figure 1). 이는 표고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소고기의 명도와 적색도가 낮아진

Kim 등(2017)의 결과와 같았으나 황색도(b)값의 경향이

반대인 것은 버섯원료의 색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검사

느티만가닥버섯, 키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재운 소고

기의 관능적 품질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느티만가

닥버섯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육정도에 대한 기호도가

Table 1. pH, sugar content, salt content and protease activity of H. marmoreus and kiwi

pH Sugar content
(oBrix)

Salt content
(%)

Protease activity
of extract

Protease activity yield 
per fruits body used

H. marmoreus 6.5 2.8 2.2 3.8a±0.3 unit/ml 1.3 unit/g
kiwi 3.5 8.2 6.9 2.4b±0.1 unit/ml 0.5 unit/g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2. The pH and cooking loss of beef treated with H.
marmoreus

Treatment pH cooking loss(%)
H. marmoreus 0% 5.42d±0.02 37.5b±1.3
H. marmoreus 1% 5.65c±0.08 37.9b±0.7
H. marmoreus 3% 5.73b±0.01 35.5bc±1.2
H. marmoreus 5% 5.82ab±0.04 33.0cd±2.5
H. marmoreus 7% 5.89a±0.05 32.5d±2.2

kiwi 3% 4.97e±0.06 42.0a±0.5
a-e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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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절단강도를 측정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느티

만가닥버섯 시료를 첨가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해 향과 맛,

종합기호도가 유의성 있게 우수하였다(p<0.05). 키위시료

를 3% 첨가한 처리의 연육정도는 동량의 느티만가닥버섯

을 처리하였을 때와 비슷하였으나 맛과 종합기호도에서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키위의 시큼한 맛이 고기와 어울리

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느티만가닥버섯, 키위의 첨가는 소고기의 연육정도를

증진시켰으며 특히 느티만가닥버섯은 소고기의 향과 맛의

기호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느티만가닥

버섯이 함유한 아미노산 등의 맛 성분이 고기의 맛을 증

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09).

느티만가닥버섯 단백질분해효소의 안정성
pH조건에 따른 느티만가닥버섯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

은 pH 3 이하부터 효소활성이 감소하다가 pH 2에서

Table 3. Cutting strength and color value of beef treated with H. marmoreus

Treatment Cutting strength
(kg/cm2)

Color value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H. marmoreus 0% 222.5a±29.2 34.2a±3.7 6.0a±1.4 15.0a±0.8
H. marmoreus 1% 176.2b±27.0 32.9ab±3.6 5.5ab±1.3 12.1b±1.3
H. marmoreus 3% 172.1b±23.0 31.6abc±3.2 5.5ab±1.0 10.8c±2.0
H. marmoreus 5% 158.4bc±11.8 30.3bc±1.9 4.8bc±1.0 9.3d±1.3
H. marmoreus 7% 149.2c±11.7 30.1c±2.6 4.8bc±0.8 8.9d±0.9

kiwi 3% 161.2bc±11.3 32.8abc±2.9 4.1c±0.7 10.7c±1.8
a-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1. The external appearance of beef with treatments

Table 4.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cooked beef treated with H. marmoreus and kiwi

Treatment Tenderness Flav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H. marmoreus 0% 4.1b±2.1 3.8b±1.8 4.4ab±1.9 3.3b±1.4
H. marmoreus 3% 5.5ab±2.0 4.9ab±1.6 5.4a±1.2 5.2a±1.5
H. marmoreus 7% 6.6a±1.8 5.6a±1.8 5.5a±1.9 5.8a±2.0

kiwi 3% 5.3ab±1.8 3.9b±1.6 3.5b±2.3 4.3ab±1.9
a-b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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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로 감소하였다(Figure 2). pH 3~8의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스의 pH가 3~4임을 고려할 때 소스 제조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에 따른 효소활성은 40
o
C까지는 안정하다가 50

o
C

에서 50%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80
o
C에서 실활하였

다(Figure 3). 연육제로 활용하기 위해 느티만가닥버섯을

가공할 때는 저온에서 가공하는 것이 단백질 분해효소 유

지에 유리하며 요리에 활용 시 고온보다는 상온에서 재워

요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효소활성에 대한 염농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Figure

4에서와 같이 염농도 3 M까지 효소활성이 80%이상 유지

가 되었고 4 M이상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높은 염농도에서도 효소활성이 유지되는

느티만가닥버섯은 연육소스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분해효소활성이 있는 느티만가닥

버섯을 분말 시료화하여 pH, 염도, 온도에 따른 단백질분

해효소활성의 변화와 시료 첨가량에 따른 소고기의 육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을 분석

한 결과 느티만가닥버섯은 3.8 unit/ml, 키위가 2.4 unit/ml

로 나타났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위 시료를 첨가량별로

소고기에 첨가하였을 때 키위 시료를 첨가한 소고기의

pH는 감소하고 가열감량은 증가한 반면 느티만가닥버섯

시료를 첨가한 소고기의 pH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높

아졌으며 가열감량은 감소하였다. 절단강도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색도에 있어서 L, a, b값 모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여 느티만가닥버섯의 소 우둔

살에 대한 연육효과를 확인하였다. 느티만가닥버섯과 키

위 시료를 첨가하여 관능적 품질을 살펴본 결과 느티만가

닥버섯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연육정도에 대한 기

호도가 높아졌고 대조구 및 키위시료 첨가구에 비해 전체

적인 기호도가 높았다. 조건에 따른 느티만가닥버섯 시료

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은 pH는 2 이하, 50
o
C 이상에서

효소활성이 감소하였고 염농도 조건에서는 1 M 이상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위의 결과로써 질긴 육류를 조리할 때 키위 등 과실 연

육재료 대체용으로 느티만가닥버섯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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