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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처리에 따른 식용버섯의 생리활성 및 영양성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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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

Changes in biological activities and nutritional contents of 
edible mushrooms following roasting treatment

Gi-Hong An, Jae-Gu Han, and Jae-Han Cho*

Mushroom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Eumseong 27709, Chungbuk, Korea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activities and nutritional contents of extracts from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following different roasting treatments. Roasting by a
household multi-oven (HR60) decreas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as well as DPPH radical scavenging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compared with the fresh sample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different roasting times. As a
result of rotary drum roasting (CR) treatment, we could observe a decrease i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ll roasted
mushroom samples compared with the fresh samples, whereas nitrite 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in roasted P. eryngii and H.
erinaceus. Additionally, total polyphenol content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oasted H. erinaceus. In each roasted sample dried by
HR60 and CR, the amount of palatable-taste amino acids (e.g., glutamic acid) and sweet-taste amino acids, including glycine,
serine, alanine, and threonine, increased in P. ostreatus, whereas the amount of bitter amino acids , including leucine, isoleucine,
histidine, valine, and methionine, decreased compared with the fresh samples. In P. eryngii and H. erinaceus samples, we also
observe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palatable and sweet-taste amino acids upon the roasting treatments; however, the amount
of bitter amino acids increased simultaneously following the roasting trea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R treatment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biological activities and nutritional contents, such as palatable and sweet-taste amino acids, compared
with HR60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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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으며 영양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무기질과 같은 중요한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약리적으로 노화, 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의 산화반응 및 라디컬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을 비롯하여 면역활성체의 기능 및 항균, 항바이러스,

항종양 효과가 있는 다량의 베타글루칸이 함유하고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Cho et al., 2014; Choi et al., 2010;

Barros et al., 2007; Han et al., 2015; Manzi et al.,

2001; Qi et al., 2013). 이처럼 최근 생활수준과 소득수준

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

가됨에 따라 버섯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의 이용과 관심

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1995; Song

et al., 2003). 

국내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수요와 공급에 비하여 많아지

고 수출둔화에 따른 가격하락과 더불어 내수시장이 상당한

수준 충족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농가수

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Chang, 2008;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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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o, 2005). 더 나아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버섯

중 90% 이상이 큰느타리, 느타리, 팽이, 양송이, 표고가

차지하고 있어 품목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Lee et

al., 2017). 버섯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을 행

한 Yeom et al. (2019)의 보고에 의하면 계층적 분석방법

(AHP) 결과, 버섯산업의 부문별 우선순위는 수출 및 마케

팅부문이 1위, 가공부문이 2위로 분석되었으며, 소비자

선호 조사를 통한 기능성 버섯품종 개발 등 다양한 품종

의 개발 및 생산과 국내외 소비자 특성과 트랜드에 맞는

신상품 제품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Lee and

Seo, (2005)는 버섯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내수시장이 형성

되어 수요를 충족시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하여 단순한 버섯만이 아니라 버섯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까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

버섯산업 불황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버섯 시

장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에 맞는 버섯품종 개발

과 함께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버섯의 여러 가지 유익한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건강기

능식품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섯 소

비의 대부분이 가정과 식당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생버섯을 이용한 요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고 판단된다(Jo et al., 2009). 그 이외에 숙취해소음료, 빵,

면류, 비스켓 등의 기능성 버섯이 식품원료 및 일반식품

류에 활용되어 여러 특허와 가공제품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Park, 2008). 버섯 가공품 개발과정 중 1차 가공에서

생산된 건조버섯 분말을 이용하여 커피, 차, 조미료, 고형

육수첨가물 등에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버섯의 기능성 성분

들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도

및 인지도가 높은 식용버섯인 느타리(Pleurotus ostreatus),

큰느타리(Pleurotus eryngii),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s)

를 대상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이며 일반가정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가정용 멀티오븐(household multi-oven)과

대량의 커피원두 로스팅에 많이 사용되는 회전드럼식 로

스팅 기기(rotary drum roasting cooker)를 이용하여 로스

팅 처리 후 건조분말 상태의 버섯시료의 생리활성과 영양

성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느타리(P. ostreatus)는 춘추느타리 2

호이며, 큰느타리(P. eryngii)는 큰느타리 3호, 노루궁뎅이

(H. erinaceus)는 노루2호를 사용하였으며 각 버섯의 자실

체는 각 버섯 재배 농가들에 문의하여 직접 구하였으며,

일부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버섯과의 버섯재배동에서 발생시킨 자실체를 사용하

였다.

가정용 멀티오븐을 이용한 로스팅 처리
각 식용버섯 시료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가정용 멀티오

븐(household roasting multi-oven, HR)을 이용하여 로스

팅 처리를 수행하였다(Fig. 1A). 각 식용버섯 생시료

200 g을 160
o
C의 오븐 가열온도에서 20분, 40분, 60분간

가열하여 로스팅을 행하였다. 각 버섯을 시간대별로 로스

팅한 후 버섯의 갈변화는 Fig. 2와 같다. 각 시간대 별로

로스팅이 완료된 시료는 24시간 동안 열풍건조 시킨 뒤

분말화 시켰다.

회전드럼식 로스팅 처리
각 식용버섯 시료는 국내에서 커피 원두의 로스팅에 많

이 이용되는 회전드럼식 로스팅 쿠커 (common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CR)를 이용하여 로스팅 처리

를 수행하였다(Fig. 1B). 로스팅 처리 전에 각 버섯 생시료

1,400 g을 7 mm 크기로 세절한 뒤, 온수를 이용한 대류식

열풍건조기에서 초기온도 45
o
C, 온수 온도 55

o
C로 30시간

동안 1차 건조를 시킨 후, 건조기 내의 온도를 60
o
C, 온수

온도 70
o
C에서 12시간 2차 건조를 행하여 버섯시료의 수

Fig. 1. The roasting equipments used in this study. A is 
household roasting multi-oven (HR), and B is a commo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CR).

Fig. 2. The roasted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for 20
minutes, 40 minutes, and 60 minutes at 160oC by household
roasting multi-ove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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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을 7%로 유지시켰다. 1차 및 2차 건조과정을 거친 버

섯시료는 170
o
C의 온도에서 15 rpm/min의 회전드럼 속도

조건 하에서 로스팅을 행하였으며, 초기 버섯시료 내 여분

의 수분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시작하여 호화되는 과정을

거쳐 갈변화될 때까지 로스팅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출용매별 분석용 시료 제조
로스팅 처리 후 건조된 버섯 분말시료의 5 g을 시료의

20배(V/W)의 증류수 100 mL을 가하여 60
o
C 반응조에서

24시간 추출하였으며, 모든 버섯추출은 3반복으로 행하였

다. 그 이후 추출액은 원심분리하여 흡입 여과하였으며,

여과액을 회전감압농축기(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

축하였다. 농축된 버섯시료는 최종 1 mg/ml로 희석하여

각 분석에 이용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컬 소거활성

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능에 주로 이용되는 DPPH는 분자 내 라디컬을 함유하

고 있어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며 이때 라디컬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

되는 정도를 흡광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에 각 추

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하였다. 그리고 빛을 차단

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뒤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용하여 517 nm의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광도(Varioskan LUX,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 (197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mM NaNO2 0.1 ml에 망태버섯 추출물

0.2 ml를 가하고 여기에 pH 1.2로 조정된 0.1 N HCl

1 ml을 넣고 37
o
C에서 1시간 작용시켰다. 그 이후 2%

acetic acid 5 ml과 30% 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

를 녹인 용액인 Griess A와 30% acetic acid에 1% 1-

naphthylamine을 녹인 용액 Griess B를 1:1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0.4 ml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15분 간

암반응 시킨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

용하여 흡광도 520 nm로 측정하고 추출액의 첨가 전후에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Denis (1912)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망태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denis

reagent 0.02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

Na2CO3 0.16 ml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뒤에 45분 간 암

반응 시킨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 (Varioskan

LUX, ThermoFisher Scientific, Inc. Co. MA, USA)를 이

용하여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포

함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곡선에 시료

의 흡광도 측정값을 대입하여 농도를 결정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시료조제
각 버섯의 건조시료에 대한 아미노산 분석은 AccQ tag

법을 사용하였다. 전처리는 염산가수분해법(Danial and

Steven, 1993)을 적용하였다. 건조된 분말시료 0.1 g을 6N

HCl 1 ml와 혼합하여 Fluorescence Waters Pico-Tag

Workstation으로 N2 gas 충진 후 105
o
C에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가수분해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200

µl을 취해서 speed-vacuum (Hanil, KR/AUTOSPIN

4080C)으로 농축한 다음 25 mM HCl 500 µl에 녹였다.

이 용액을 1 ml 주사기에 취하여 syringe filter (Pall

Syringe Filters with PVDF Membrane, 13 mm, 0.45 µm)

로 여과한 후 AccQ-Fluor Reagent Kit로 형광유도체화

반응시켰다. 형광유도체 반응은 AccQ fluor reagent :

borate buffer : sample (standard) = 2 : 7 : 1로 total

volume이 100 µl가 되게 혼합한 후 55
o
C에서 9분간 반응

시켜서 HPLC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에 의한 아미노산 성분 분석
아미노산 성분 분석은 Waters 2795 Separations

module, Waters 2475 Fluorscene detector, Empower pro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용 컬럼은 AccQ-Tag For

Hydrolysate Amino Acid Analysis column (3.9 × 150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용매로 10% AccQ-Tag

Eluent A, B용매로 60% Acetonitrile를 gradient mode로

Table 1. HPLC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amino acids

Time 
(min)

Flow rate
(ml/min)

Mobile phase A 
(%)

Mobile phase B
 (%)

0.0 1.0 100.0 0.0
0.5 1.0 98.0 2.0

15.0 1.0 93.0 7.0
19.0 1.0 90.0 10.0
27.0 0.9 67.0 33.0
32.0 0.9 67.0 33.0
33.0 0.9 67.0 33.0
34.0 1.0 0.0 100.0
37.0 1.0 0.0 100.0
38.0 1.0 100.0 0.0
45.0 1.0 1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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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Table 1). Injection volume은 5 µl를 주입하

고 UV detector(λ=248 nm, 36
o
C)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으며, 각 추출용매

별로 얻어진 결과는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산출하였고, Duncan의 다

중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을 통하여 각 실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

정(p<0.05)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정용 멀티오븐을 이용한 로스팅 처리 후 수분함량
가정용 멀티오븐(HR)을 이용한 로스팅 후 느타리, 큰느

타리, 노루궁뎅이의 수분함량을 조사하였다(Table 2). 느

타리 생시료 200.2 g을 160
o
C에서 20분, 40분, 60분 로스

팅 하였을 때 132.6 g, 91.4 g, 61.7 g으로 중량이 감소하

였으며 수분함량은 33.8%, 54.4%, 69.2%로 나타났다. 큰

느타리 200.0 g을 각 시간대 별로 로스팅 하였을 경우, 수

분함량은 32.4%, 50.7%, 57.2%이었으며, 노루궁뎅이

200.8 g을 시간대 별로 로스팅 하였을 때의 수분함량은

41.1%, 49.5%, 61.8%이었다. 3 종의 식용버섯 중에서 느

타리의 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루궁뎅이, 큰느타리의 순이었다.

가정용 멀티오븐을 이용한 로스팅 처리 후 생리활성 성
분 분석
가정용 로스팅 멀티오븐(HR)을 이용한 로스팅 후 느타리,

큰느타리, 노루궁뎅이의 건조시료 열수추출물 1 mg/ml 농

도에서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DPPH 라디컬

소거능을 측정하였다(Fig. 3A). DPPH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라디컬로써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환원

되거나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감소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Gardner and Fridovich, 1991; Sohn et al., 2010). 느타

리 생버섯(fresh) 시료의 라디컬 소거능은 53.9%이었으며

로스팅 처리 후 라디컬 소거능이 감소하였으며, 로스팅

시간 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큰느타리와 노루궁뎅이의

경우 생버섯(fresh) 시료에 비하여 로스팅한 시료의 라디

컬 소거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각 버섯시료를 로스팅한 후 건조시료 열수추출물 1 mg/ml

농도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Fig. 3B). 아

Table 2. Relative moisture contents for different roasting time of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by household multi-oven (HR)

Roasting treatment by household multi-oven
Fresh 20 min 40 min 60 min

P. ostreatus
Weight (g) 200.2 132.6 91.4 61.7

Moisture content (%) 33.8 54.4 69.2

P. eryngii
Weight (g) 200.0 135.4 98.8 86.0

Moisture content (%) 32.4 50.7 57.2

H. erinaceus
Weight (g) 200.8 118.2 101.4 76.5

Moisture content (%) 41.1 49.5 61.8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B),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C) of extracts at 1
mg/ml concentrations from freshed and roasted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for 20 minutes, 40 minutes, and 60 minutes at 160oC by household roasting multi-oven (HR).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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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을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을 산

화시켜 메트로헤모글로빈 혈증(methemoglobinemia)과 같

은 중독 증상을 유발시키며, 아질산염과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생성된 발암물질인 nitrosamine는 체

내에서 diazoalkane (CnH2nN2)으로 변화하여 핵산이나 단

백질 또는 세포내의 성분을 알칼리화시킴으로서 암을 유

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Choi et al., 1989; Choi et al.,

2008; Chung et al., 1999).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우 느타

리와 큰느타리 생버섯(fresh) 시료가 각각 22.3%와 9.5%

를 나타내었으나 로스팅 20분 후 소거능이 감소하여 그

이후 로스팅 시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노루궁

뎅이는 생버섯(fresh) 시료와 로스팅 20분 처리에서 각각

16.2%와 16.3%의 비슷한 소거능을 보였으며 그 이후 로

스팅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버섯시료를 로스팅한 후 건조시료 열수추출물 1 mg/ml

농도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3C). 폴

리페놀은 인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유리 라디컬(ROS,

OH, NO)의  산화작용을 억제, 소거하여 항염증, 항암 및

항균작용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4; .Qi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느타리 생버섯

(fresh) 시료의 폴리페놀 함량은 9.0 mg GAE/g이었으며,

로스팅 20분의 경우 6.9 mg GAE/g으로 감소하였으며, 로

스팅 40분과 60분은 각각 6.0 mg GAE/g과 6.5 mg GAE/g

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큰느타리 생버섯(fresh) 시료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9.6 mg GAE/g이었으며, 로스팅

20분 처리 시료는 5.7 mg GAE/g로 감소하였고, 로스팅

40분과 60분은 각각 3.75 mg GAE/g과 3.75 mg GAE/g

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노루궁뎅이의 생버섯(fresh)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5.5 mg GAE/g이었으며 로스

팅 20분 처리 시료 5.8 mg GAE/g로 생버섯(fresh) 시료

와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한 로스팅 40분과 60분은 각

각 4.5 mg GAE/g과 4.5 mg GAE/g으로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로스팅처리를 할 경우 수용성 고형분 함

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며 식품에서

생성된 갈변물질은 지질의 산패에 대하여 강한 항산화 활

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h and Chun, 1981).

특히, DPPH에 의한 수소공여능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

으나(Park et al., 1993), 본 연구의 가정용 멀티오븐(HR)

을 이용한 로스팅처리로 인한 항산화 활성의 증가는 확인

되지 않았다.

회전드럼식 로스팅 처리 후 생리활성 성분 분석
회전드럼식 로스팅 쿠커(CR)를 이용한 로스팅 후 느타

리, 큰느타리, 노루궁뎅이의 건조시료 열수추출물 1 mg/ml

농도에서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DPPH 라디

컬 소거능을 측정하였다(Fig. 4A). 모든 버섯시료에서 로

스팅 후 라디컬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우 느타리는 생버섯(fresh)시료와

로스팅 후 시료가 각각 22.3%와 22.0%를 나타내며 로스

팅을 한 후에도 소거능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큰느타리의

경우 생시료는 9.5%를 보인 반면 로스팅 후에는 두배 이

상 증가하며 23.7%의 소거능을 나타냈다(Fig. 4B). 노루

궁뎅이의 생버섯(fresh) 시료는 16.1%의 소거능을 보인

반면, 로스팅 후 시료는 22.5%를 보이며 아질산염 소거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4C와 같다.

느타리 생버섯(fresh) 시료는 9.0 mg GAE/g의 함량치를

보였으며 로스팅 후 시료에서는 9.2 mg GAE/g으로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큰느타

리는 생버섯(fresh)에 비하여 로스팅 후 총 폴리페놀 함량

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노루궁뎅이의 경우 생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5.5 mg GAE/g 이었으나 로스팅 후 함량치는 10.3

mg GAE/g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버섯류와 로스팅 한

시료 중에서 가장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치를 보였다. 천

연원료의 이화학적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공방법들은

증숙, 열풍건조, 볶음(로스팅)공정들이 있으며(Kim et al.,

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B),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C) of extracts at 1
mg/ml concentrations from freshed and roasted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at 170oC by common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CR).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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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 중에서 볶음공정은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로 처

리하여 갈변반응을 촉진시키므로 독특한 향미가 형성되어

기호도를 높이며, 세포벽 분해, polyphenolics와 갈변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키고 생

리활성 성분 및 수용성 고형분의 추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1999; Redgwell

et al., 2003). 로스팅 처리로 인한 생리활성 성분 중 폴리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maillard 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갈색 반응생성물인 melanoidin 증가에 의한

것으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Do et al.,

1989). 또한 Kim et al. (1990)은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조

리 중에 용이하게 생성되는 maillard 반응 생성물의 아질

산염 소거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로스팅 처리방법 별 아미노산 성분 함량비교
느타리, 큰느타리, 노루궁뎅이의 생시료(fresh)와 가정용

멀티오븐(HR60)과 회전드럼식 로스팅 기기(CR)를 이용

한 건조분말 버섯시료의 열수 추출물에 대한 총 아미노산

함량을 정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각 버섯시료의 로스

팅 처리별 열수추출물 시료로부터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18종의 아미노산 성분이 검출되었다. 필수 아미

노산으로 히스티딘(His), 트레오닌(Thr), 발린(Val), 메티

오닌(Met), 라이신(Lys), 이소류신(Ilo), 류신(Leu), 페닐알

라닌(Phe)이 골고루 검출되었다. 느타리의 경우 생버섯

(fresh)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1088.3 mg/L으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는 회전드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로

928.8 mg/L이 검출되었으며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스

팅 시료(HR60)의 추출물은 824.1 mg/L로 가장 낮았다.

큰느타리의 경우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스팅 시료

(HR60) 추출물이 1044.7 mg/L가 검출되며 가장 높은 총

아미노산 함량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회전드럼식 로

스팅 시료(CR) 추출물로 981.0 mg/L이 검출되었고, 생버

섯(fresh)에서 947.9 mg/L로 가장 낮게 검출되었다. 노루

궁뎅이의 경우는 회전드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에

서 919.8 mg/L이 검출되며 가장 높은 총 아미노산 함량치

를 보였으며, 다음은 생버섯(896.6 mg/L), 가정용 멀티오

븐 60분 로스팅 시료(HR60) 추출물(803.2 mg/L)의 순이

었다. 버섯에 함유된 여러 영양성분 중에서 아미노산은

주로 단백질 구성성분으로 세포의 성장과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영양소이다(Park et

al., 2017). 특히, 근육의 원료물질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신진대사의 촉매역할과 인체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필수 아미노산과 비

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며,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

성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성분이며 이러한 필수 아미

노산의 부족은 성장기에 성장지연의 유발, 성인기에는 체

중감소 등을 초래한다(Kwon and Choi, 2018; Park et

al., 2017). 따라서 식품의 단백질 중에 포함된 필수 아미

노산 함량은 단백질의 영양적 가치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느타리의 각 로스팅 처리 별 열수 추출물에 대한 세부

적인 아미노산 성분함량의 결과는 Fig. 6과 같다. 가장 높

게 나타난 아미노산 성분은 시스테인(Cys)으로 생버섯

(fresh)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가정용 멀티오븐 60

분 로스팅 시료, 회전드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의

순이었다. 아미노산 성분 중에서 세린,(Ser) 글루탐산

(Glu), 트레오닌(Thr), 알라닌(Ala), 티로신(Tyr)은 회전드

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 시료가 생버섯(fresh)이나

가정용 멀티오븐 시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Yang et

al. (2001)과 Mau et al. (2001)에 의하면 식용버섯의 아

미노산 성분은 맛의 특성에 따라 감칠맛을 담당하는 아미

Fig. 5. Total amino acid contents of three types of edible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and Hericium erinaceus) by
two different roasting methods (Fresh, freshed samples; HR60, roasting for 60 minutes at 160oC by household roasting multi-
oven; CR, roasting by common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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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 그룹으로 아스파르트산(Asp)과 글루탐산(Glu), 단맛

을 내는 아미노산 그룹으로 알라닌(Ala), 글리신(Gly), 세

린(Ser), 트레오닌(Thr),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 그룹으로

알기닌(Arg), 히스티딘(His), 이소류신(Ile), 류신(Leu), 메

티오닌(Met), 페닐알라닌(Phe), 발린(Val), 그 외 마지막

그룹으로 라이신(Lys)과 티로신(Tyr)은 무미건조한 맛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감칠맛과 단맛을 담당하는

성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먹기 좋은 맛을 내는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다(Beluhan and Ranogajec, 2011). 느타리의 경

우 회전드럼식 로스팅 처리로 인하여 감칠맛을 내는 글루

탐산(Glu) 성분과 단맛을 내는 세린(Ser), 트레오닌(Thr),

알라닌(Ala) 성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쓴맛

을 내는 류신(Leu), 이소류신(Ile), 히스티딘(His), 발린

(Val), 메티오닌(Met) 성분은 생버섯(fresh)에 비하여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로스팅 처리가 버섯의 단맛과 감칠맛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을 감소시켰다고

판단된다.

큰느타리의 각 로스팅 처리에 따른 아미노산 성분함량

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가장 높게 검출된 아

미노산 성분은 느타리와 동일하게 시스테인(Cys)이었으

나,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스팅 시료(HR60)이 생버섯

(fresh)과 회전드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느타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아미노산 성분으로 비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탐산(Glu)과

필수 아미노산인 발린(Val), 메티오닌(Met), 라이신(Lys),

이소류신(Ile), 류신(Leu)이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스팅

시료(HR60) 추출물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알기닌

(Arg), 트레오닌(Thr), 알라닌(Ala)의 성분은 회전드럼식

Fig. 6. Amino acid contents of Pleurotus ostreatus by two different roasting methods (Fresh, freshed samples; HR60, roasting
method for 60 minutes at 160oC by household roasting multi-oven; CR, roasting method by common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Fig. 7. Amino acid contents of Pleurotus eryngii by two different roasting methods (Fresh, freshed samples; HR60, roasting for
60 minutes at 160oC by household roasting multi-oven; CR, roasting by common rotary drum type roasting c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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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시료(CR) 추출물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큰느타리

는 감칠맛을 내는 아스파르트산(Asp)과 글루탐산(Glu) 성

분이 로스팅 처리 후 증가하였으며, 단맛을 내는 성분들

도 로스팅 처리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쓴맛을 내는 성분들도 로스팅 처리로 인하여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궁뎅이의 로스팅 처리 별 추출물의 아미노산 함량

분석 결과, 느타리와 큰느타리와는 다르게 알기닌(Arg)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회전드럼식 로스팅 시료(CR)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Fig. 8). 그 이외에 회

전드럼식 로스팅 처리로 인하여 트레오닌(Thr), 알라닌

(Ala)의 성분이 생버섯(fresh)과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

스팅 시료(HR60)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스테인(Cys)과 페닐알라닌(Phe)은 가정용

멀티오븐 60분 로스팅 시료(HR60)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노루궁뎅이는 감칠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성분들은 생시

료(fresh)에 비하여 로스팅 처리 시료가 낮게 나타났으나,

단맛을 내는 성분 중 트레오닌(Thr)과 알라닌(Ala) 성분

은 회전드럼식 로스팅(CR) 처리 후 증가 되었으나, 쓴맛

을 내는 성분인 알기닌(Arg)도 동시에 높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적 요

본 연구는 건조버섯 분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

에 혼합 가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소비도 및 인지도가

높은 식용버섯인 느타리, 큰느타리, 노루궁뎅이를 대상으

로 로스팅 처리 후 건조분말 버섯시료의 생리활성과 영양

성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정

용 멀티오븐(HR)을 이용하여 로스팅 시간별로 생리활성

성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생버섯(fresh) 시료에 비하여

소거활성과 함량치가 낮아지거나 비슷였으나, 회전드럼식

로스팅(CR) 처리 후 아질산염 소거능은 큰느타리와 노루

궁뎅이의 로스팅 시료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노루궁뎅이 로스팅 시료가 생버섯

(fresh) 시료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가정용 멀티 오븐

60분 로스팅 처리(HR60) 및 회전드럼식 로스팅 처리(CR)

후 각 건조시료의 아미노산 성분 분석한 결과, 느타리의

경우 회전드럼식 로스팅 처리로 인하여 감칠맛을 내는 성

분과 단맛을 내는 성분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쓴맛을 내

는 성분은 생버섯(fresh)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큰느타리는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성분이 로스팅 처

리 후 증가하였으나, 쓴맛을 내는 성분들도 로스팅 처리

로 인하여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궁뎅이

는 단맛을 내는 성분은 회전드럼식 로스팅(CR) 처리 후

증가하였고 동시에 쓴맛을 내는 성분도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전반적으로 수분함

량이 많은 버섯은 초기 건조 후 여분의 수분을 증발시키

며 로스팅하는 방법이 가정용 멀티오븐에 비하여 생리활

성 성분의 증가에 효과적이었으며 아미노산의 단맛과 감

칠맛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더 다양한

식용버섯 및 버섯과 혼합 가능한 첨가물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로스팅한

후의 생리활성 및 영양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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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처리에 따른 식용버섯의 생리활성 및 영양성분 변화 71

REFERENCES

Barros L, Baptista P, Estevinho LM, Ferreira IC. 2007. Effect of
fruiting body maturity stage on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Lacarius sp. mushrooms. J Agric
Food Chem 55: 8766-71.

Beluhan S, Ranogajec A. 2011. Chemical composition and non-
volatile components of Croatian wild edible mushrooms.
Food Chem. 124: 1076-1082.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 1199-1200.

Chang HY. 2008. SWOT analysis for direction of Korean
mushroom industry. J Mushrooms 6: 63-67.

Cho JH, Park HS, Han JG, Lee KH, Sung GH, Jhune CS. 2014.
Comparative analysis of anti-oxidant effects and polyphenol
contents of the fruiting bodies in oyster mushrooms. J
Mushroom 12: 311-315.

Choi SJ, Lee YS, Kim JK, Kim JK, Lim SS. 2010. Phys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 from Edible Mushrooms. J  Kor Soc Food
Sci Nutr 39: 1087-1096.

Choi DB, Cho KA, Na MS, Choi HS, Kim YO, Lim DH, Cho SJ,
Cho H. 2008. Effect of bamboo oil on antioxidative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J. Ind. Eng. Chem. 14: 765-770.

Choi JS, Park SH, Choi JH. 1989. Nitrite scavenging effect by
flavonoids and its structure-effect relationship. Archi Phar Res
12: 26–33.

Chung SY, Kim NK, Yoon S. 1999. Nitrite Scavenging Effect of
Methaol Fraction Obtained from Green Yellow Vegetable
Juic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342-347.

Daniel JS, Steven AC. 1993. Sensitive analysis of cystine/cysteine
using 6-aninoquinoquinoly-N-hydroxysuccinimidy carbamate
(AQC) derivatives. Tech Protein Chem 4: 299-306.

Do JH, Kim KH, Jang JG, Yang JW. 1989. Changes in color
intensity and components during browning reaction of white
ginseng water extract. J Kor Soc Food Sci Nutr 21: 480-485.

Duncan DB. 1955. Multiple range and multiple F Tests.
Biometrics 11: 1-42.

Folin O, Denis W. 1912. On phosphotungstic-phosphomolybdic
compounds as color reagents. J Biol Chem 12: 239-243.

Gardner PR, Fridovich I. 1991. Superoxide sensitivity of
Escherichia coli 6-phosphogluconate dehydratase. J Biol
Chem 266: 1478-1483.

Gray JI, Dugan Jr LR. 1975. Inhibition of N-nitrosamine
formation in model food systems. J Food Sci 40: 981-984.

Jo WS, Hwang EK, Cho DH, Choi CD, Park SD, Jung HY. 2009.
2008 the nation opinion research to mushroom industry. J
Mushroom Sci Pro 7: 37-43.

Kim GW, Kang MJ, Kang JR, Shin JH. 2018.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ngmaksan added with Liriope platyphylla
roasted for different times. Korean J. Food Preserv. 25: 62-70.

Kim JY, Moon KD, Lee SD, Cho SH, Kang HI, Yee ST, Seo KI.
2004.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leurotus eryngii. J
Mushroom Sci Prod 11: 347-351.

Kim SB, Do JR, Lee YW, Gu YS, Kim CN, Park YH. 1990.
Nitrite-scavenging effects of roasted-barley extracts according
to processing conditions. Korean J Food Sci Technol 22: 748-
752.

Kwon HN, Choi CB. 2018. Comparison of Free Amino Acids,
Anserine, and Carnosine Contents of Beef according to the

Country of Origin and Marbling Score. J  Kor Soc Food Sci
Nutr 47: 357-362.

Lee HJ, Do JR, Chung MY, Kim HK. 2014. Antioxidant Activities
of Pleurotus cornucopiae Extracts by Extraction Condition. J
Kor Soc Food Sci Nutr 43: 836-841.

Lee YH, Jeong GH, Kim YJ, Chi JH, Lee HK. 2017. Mushroom
consumption patterns in the capital area. J. Mushrooms 15:
45-53.

Lee YS, Seo GS. 2005.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 for
mushroom-industry. J Mushroom 3: 159-171.

Han SR, Kim MJ, Oh TJ. 2015. Antioxidant Activities and
Antimicrobial Effects of Solvent Extracts from Lentinus
edod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4: 1144-1149.

Manzi P, Aguzzi A, Pizzoferrato L. 2001. Nutritional value of
mushrooms widely consumed in Italy. Food Chem 73: 321-
325.

Mau JL, Lin HC, Chen CC. 2001. Non-volatile components of
several medicinal mushrooms. Food Res Int 34: 521-526.

Park HS, Kim SY, Kim HS, Han JG, Lee KH, Cho JH. 2015.
Nutritional contents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Pleurotus
eryngii by extraction solvents. J Mushrooms 13: 282-287.

Park KM. 2008. Industrialization of mushroom functional
substances. J Mushroom 6: 1-12.

Park MH, Kim KC, Kim JS. 1993. Changes i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Ginseng by Roasting. Korean J
Ginseng Sci 17: 228-231.

Park MH, Sohn HJ, Jeon BS, Kim NM, Park CK, Kim AK, Kim
KC. 1999. Studies on Flavor Components and Organoleptic
Properties in Roasted Red Ginseng Marc. J Ginseng Res 23:
211-216.

Park WM, Kim GH, Hyeon JW. 1995. New synthetic medium for
growth of mycelium of Pleurotus species. Korean J Mycol 23:
275-283.

Park YA, Bak WC, Ka KH, Koo CD. 2017. Comparative analysis
of amino acid content of Lentinula edodes, a new variety of
shiitake mushroom, in ‘Poongnyunko’. J Mushrooms 15: 31-
37.

Redgwell RJ, Trovato V, Curti D. 2003. Cocoa bean
carbohydrated: roasting-induced changes and polymer
interactions. Food Chem 80: 511-516.

Sohn HY, Shin YK, Kim JS. 2010.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of
solid-state fermented medicinal herbs using Phelimus baumii
against human colorectal HCT116 cell. J Life Sci 20: 1268-
1275.

Song JH, Lee HS, Hwang JK, Han JW, Ro JG, Keum DH, Park
KM. 2003. Physiological activity of Sarcodon aspratus
extract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3: 172-179.

Suh CS, Chun JK. 1981. Relationships among the roasting
conditions, colors and extractable solid content of roasted
barley. Korean J Food Sci Technol 13: 334-339.

Qi Y, ZhaoX, Lim YL, Park KY. 2013. Antioxidant and anticancer
effects of edible and medicinal mushrooms. J  Kor Soc Food
Sci  Nutr 42: 655-662.

Yang JH, Lin HC, Mau JL. 2001. Non-volatile taste components
of several commercial mushrooms. Food Chem. 72: 465-471.

Yeom YM, Kim DH, Yoon BS, Kim SW. 2019. Identification of
issues and requirements for prioritizing the development of
the mushroom industry in Korea. J Mushrooms 17: 255-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