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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t-harvest CO2 treatment on the quality of the ‘Gonji-7ho’
oyster mushroom. The harvested mushrooms were pre-cooled at 3oC for 1 day and placed in a gas-tight chamber with 0%, 30%,
or 50% of CO2 concentration for 3 hours at 3oC. Next, 400 g of the oyster mushroom sample was packaged into 20-µm thick
oriented polypropylene (OPP) film bags and stored at 4oC for 21 days. Treatment with 30% of CO2 treatment maintained the
highest stipe firmness of the oyster mushrooms during storage. The stipe lightness (CIE L*) was the highest at 14 and 21 days,
while the stipe yellowness (CIE b*) was the lowest at 2 and 7 days of storag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30% CO2

treatment maintained the overall visual quality of the ‘Gonji-7ho’ oyster mushroom until 17 days of storage at 3oC.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shelf life of ‘Gonji-7ho’ oyster mushroom could be extended by the postharvest application of 30% CO2 for 3
hours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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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은 국내에서 2018년에 122 ha 재배면적에서

3만 9천 톤이 생산되어 버섯 총생산량의 29.2%를 차지하

는 대표적인 농산버섯으로 성장하였다(MAFRA, 2019).

자동화 재배시설에서 봉지나 병버섯 생산방식 도입으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식생활 기호에 맞는 식감

으로 국거리, 전골류, 잡채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섯

이나 최근 소비부진과 과잉생산으로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요창출에 집중하고 있다(Seo, 2012). 느

타리버섯은 2018년 기준 237톤이 몽골, 미국, 호주 등에

수출되었다(Korea aT, 2019). 국내 육성 품종인 느타리버

섯 곤지7호는 생산이 안정적이며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

이 개선된 품종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Choi et al,

2013). 느타리버섯의 조직은 식물처럼 표피나 납질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균사체가 뭉쳐져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직이 연하고 표면 수분증발이 빠르며 미생물에 대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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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조직이 물러지거나 갈변 증상

이 발생하며 수확 후 환경조건에 의해 맛과 향기가 변하

여 품질이 저하된다(Ares et al, 2007). 느타리버섯의 품

질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수확 후 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예냉 처리시 냉각목표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5
o
C가 2.5

o
C

보다 표피색 변화 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으며

(Park et al, 2004), 수확 후 단기간 CO2 처리하여 수출작

목의 저장성을 연장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설향’딸

기 수확 후 1일 이내에 30% CO2 농도로 3시간 처리가

유통 중 경도 저하 및 부패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한다(Kim

et al, 2016). 또한 큰느타리버섯에 30% CO2 농도 처리가

물러짐과 갈변을 억제하여 5
o
C에서 1주일, 20

o
C에서 3일

간 신선도 유지기간이 연장되었고(Lee et al, 2014), 느타

리버섯 모의수출시 색택변화 지연(Hwang et al, 2012)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시장조사 결과 소매단계

유통 현장에서 느타리버섯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용기나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에 담겨 PVC 랩으로

밀봉된 형태로 상품화되거나(Choi et al, 2014) 방담 처리

된 20 µm 두께 oriented polypropylene(OPP) 필름을 이

용한 봉지형태도 이용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느타리버섯 수확 후 저장성 증진 기술로

써 수확 후 CO2 처리 농도 처리 후 방담 처리된 20 µm

OPP필름에 포장된 느타리버섯 곤지7호의 저온저장 중 품

질유지 효과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느타리버섯 곤지7호는 전남 장흥군 농장에서 수확된 병

버섯을 균일하게 선별하여 전북 완주군 실험실로 옮겨

3
o
C 저장고에 1일간 예냉처리하고 Fig. 1과 같이 처리되

었다. 농산물상자에 적재한 버섯을 10 mm 두께의 아크릴

로 제작한 챔버(40×70×40 cm)에 넣고 챔버의 상부에 있

는 구멍을 통해 CO2 가스를 주입하고 반대쪽 하부에 있

는 구멍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부의 CO2 농도를 각각

30±1%와 50±1%로 조정한 후 마개를 하여 3시간 동안

밀폐하였다. 버섯을 꺼내기 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30

분간 챔버 문을 열어 대기로 CO2를 방출하였다. 방담 처

리된 20 µm 두께 OPP 필름 봉지(가로: 29 cm, 세로:

24 cm)에 버섯 400 g씩 담고 농가에서 끈으로 묶는 위치

인 봉지 입구 4 cm 안쪽을 비닐접착기로 열접착 밀봉하여

3
o
C에서 21일간 저장하면서 포장재 내부의 기체조성, 대

조직 경도, 색도 및 외관품위를 조사하였다. 포장재 내부

기체조성(O2 및 CO2)은 포장 필름 표면에 septum을 부착

한 뒤 헤드스페이스 가스분석기(CheckMate 9900, PBI

Dansensor Co, Ringsted, Denmark)를 이용하여 처리별 3

반복 봉지를 조사하였다. 버섯 대조직의 경도는 대 하단

부로부터 약 2 cm부위를 2 mm 탐침을 이용하여 Texture

Analyzer(TA XT2, UK)로 투과속도 2 mm·sec
-1
로 변형

깊이 5 m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갈 때의 투과력을 측정하

였고표면 색도는 표준백판(L* 97.75, a* -0.43, b* 0.29)

으로 보정된 색차계(CR-3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각 처리별 균일한 크기의 느타리버섯 대를 15개씩 채취하

여 조사하였다. 외관품위는 4명의 훈련된 평가원이 색, 형

태변화 및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eilgaard et

al (1991)의 방법에 의해 5단계 점수를 부여하여(5점=매

우 신선, 4점=신선, 3점=보통, 판매가능, 2점=나쁨, 식용

불가능, 1점=매우 나쁨, 부패 및 변질) 평가하였고 점수

3을 상품성의 한계로 간주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값을 구한 후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다.

처리간 유의차 검증은 SAS 통계 프로그램(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로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저장 중 이화학적 품질 및 외관품위

3
o
C 저장 2일 후 밀봉 포장된 대조구의 포장 내부 O2

Fig. 1. Postharvest CO2 treatment and handling procedur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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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급격히 고갈되면서 CO2 농도가 17.9~26.9%로 증

가하였고, 30% CO2 처리는 포장 내부 O2가 5%, 50%

CO2 처리는 10.2%로 감소하였으나 저장 7일 후부터 두

처리 모두 포장 내부 O2 농도는 9.5~18.5%, CO2 농도는

12.4~2.6%로 유지되었다(Fig. 2). 30% 및 50% CO2 처리

에서 저장 1일, 3일에 호흡량이 감소하였으나 에틸렌발생

량은 차이가 없었다(data not shown). 저장 초기 호흡량

감소에 의해 포장 내부 기체조성이 다르게 조성되면서 이

를 통해 지속적으로 CO2 처리구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

데 큰느타리버섯 CA저장 조건 구명에서 5% O2 + 10%

CO2 환경에 의한 모의 운송 후 전반적인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였다(Park and Jhune, 2010)고 보고한바 있으며

CO2 처리구의 포장내부 기체조성이 제시한 환경에 보다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포장내부 기체 환경

조성에 의해 대조구에 비해 30%와 50% CO2 처리에서 느

타리버섯의 호흡이 억제되어 O2의 소모와 CO2 증가가 감

소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느타리버섯 대조

직의 초기 경도는 4.0 N에서 30% CO2 처리가 저장 2일

에 4.4 N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후 대조구보다 저장

21일까지 높게 유지되었다(Fig. 3). 느타리버섯 조직의 물

러짐은 미생물적 효소와 내부적인 autolysin에 의해 촉진

된다고 하였는데(Zivanovic et al, 2000) 적정하게 조성된

공기조성에 의해 분해 작용이 억제되어 경도가 단단해져

물러짐과 부패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으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변이나 미생

물에 의한 오염으로 변색이 진행되는데(Mahajan et al,

2008), CO2 처리는 저장 기간 중의 느타리버섯 품질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4). 느타리버섯

대조직의 표면 색도는 30% CO2 처리가 저장 14일, 21일

에 대조구 및 50% CO2 처리에 비해 명도(CIE L*값)가

높았고 황색도(CIE b*값)는 저장 2일, 7일에 낮게 나타났

다(Fig. 5). 외관품위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는데 30%

CO2 처리가 저장 7일부터 저장기간 내내 대조구와 50%

CO2 처리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저장 17일까지 상품

Fig. 2. Change in oxygen and carbon dioxide composition within packages of 'Gonji-7ho' oyster mushroom by the different
CO2 concentration during OPP packaging storage for 21 days at 3oC. Values are mean±SE (n=3) and mean separation within
storage dat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3. Change in stipe firmness of 'Gonji-7ho' oyster
mushroom by the different CO2 concentration during OPP
packaging storage for 21 days at 3oC. Values are mean±SE
(n=15) and mean separation within storage dat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4. Comparison of CO2-treated oyster mushroom after 21 days of OPP packaging storage at 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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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였으나 대조구는 저장 11일째 상품성을 상실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느타리버섯 곤지7호는 수확 후

30% CO2 농도로 3시간 처리하는 것이 OPP 필름에 포장

하여 저온 유통 중에 품질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요

 느타리버섯 곤지7호의 수확 후 CO2 처리에 의한 품질

유지 효과 및 적정 처리 농도를 구명하고자 연구를 수행

하였다. 수확한 버섯을 3
o
C에서 1일간 예냉 후에 CO2 농

도 0, 30 및 50%에서 3시간 처리한 다음 20 µm 두께

OPP필름 봉지에 밀봉하여 3
o
C에 21일 저장하였다. 30%

CO2 처리에서 대조직의 경도가 저장 21일까지 높게 유지

되었고, 대조직의 색은 명도(CIE L*값)가 30% CO2 처리

한 느타리버섯이 저장 14일, 21일에 높고 황색도(CIE b*

값)가 저장 2일, 7일에 낮게 나타났으며 외관품위가 저장

7일부터 저장기간 내내 대조구와 50% CO2 처리에 비해

높았으며 3
o
C 저장 중 17일까지 느타리버섯 곤지7호의

상품성을 유지하였다. 30% CO2 농도로 3시간 처리가 느

타리버섯 곤지7호의 저온저장 중 품질 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확 후 처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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