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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버섯차의 전처리방법에 따른 품질특성 및 항산화활성

신복음* · 이자영 · 김정한 · 최종인 · 하태문 · 정구현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Grifola 

frondosa Tea with Different Pre-treatments 

Bok-Eum Shin*, Ja-Young Lee, Jeong-Han Kim, Jong-In Choi, Tai-Moon Ha and Gu-Hyun Jeong

Mushroom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BSTRACT: Grifola frondosa is a promising new kind of cultivated mushroom owing to its excellent taste and functionality.
However, more re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its valu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retreating Grifola frondosa tea by drying,
steaming, and warming, on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analyz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gar,
soluble solid, and nitrogen content between dried and steamed tea. The color of the warm pretreated tea was the darkest, and
the amino acid content was 462.9 mg/L, which was 1.8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pretreatments. Moreover, the warm
pretreated tea had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14.6 mg/g and 2.2 mg/g, respectivel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phenolic compounds. Warming pre-treatment slightly
increased the taste preference to 7.0. In conclusion, warming Grifola frondosa before drying was confirmed to improve the
extraction of nutrients, antioxidants, and taste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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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구멍장이버섯목 왕잎새버

섯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참나무 고목에서 다발을 이

루며 자라고 은은한 참나무향이 나는 특징이 있다(Kim et

al., 2018). 이 버섯은 국내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

으나 일본에서는 대중적인 버섯으로, 호쿠토사에서 2001

년부터 병재배 생산을 시작하였고 대량생산되어 2009년

에는 일본 내 연 생산량 약 4만 톤으로 팽이버섯, 느티만

가닥버섯, 표고에 이어 생산량이 높았으며 버섯의 맛과

향이 좋아 미소된장국, 탕류 등 일본가정식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Katsuji, 2011). 국내에서도 ‘대박’, ‘태미’ 등

의 잎새버섯 신품종을 개발하였고(Jeon et al., 2018) 재

배기술을 연구하여 국내시장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

기도, 강원도 등의 농가에서 국산 잎새버섯이 소량 생산

되고 있다.

잎새버섯은 우수한 기능성을 갖는 버섯으로 학계에 보

고되어 있다. 잎새버섯 내 독특한 구조의 β-glucan이라고

알려진 MD-fraction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항

암활성을 나타내며 이를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섭취할 경

우 1.2~1.4배의 면역력 증강 효과를 나타낸 임상시험 결

과가 보고되어 있다(Mark, 2001). 또한 잎새버섯 자실체

의 물추출액을 당뇨가 유발된 생쥐에 3주간 투여하여 혈

당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한 결과가 있으며(Park

et al., 2007) 잎새버섯 균사체를 감초추출물에 배양하여

항염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리퀴리티게닌과 이

소리퀴리티게닌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Ba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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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물질은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버섯

류에도 포함되어 있다(Park et al., 1998). 항산화 물질은

페놀성 화합물,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등 다양한 종류

가 있으며 이는 생체 내에서 DNA, 단백질 등에 산화적

손상을 입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

으로써 면역증강, 노화억제 등의 기능이 보고되어 있어

기능성분으로서 기대되고 있다(Kim et al., 2016). 

잎새버섯은 맛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

득 작물로 유망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잎새버섯의 가공연구로는 잎새

버섯 추출액과 첨가제를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한 연구

(Lee et al., 2007), 증숙처리한 건조 잎새버섯의 분말의

품질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8) 등이 있으며 다양한

방면의 가공기술의 도입 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잎새버섯의 가공기술을 통해 기능성을 증진하고 부

가가치와 저장성을 향상시켜 버섯의 소비를 확대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준비
본 연구에 사용한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경기도

광주 내에 위치한 버섯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인 ‘대박’

을 사용하였고 연구소에서 병재배(φ75, 1,100 ml)된 것을

수확 즉시 시료로 사용하였다. 

버섯차 및 시료 제조
수확한 생버섯은 믹서기(다믹서635, 화진정공, Korea)

에 넣어 순간 작동하여 1 cm 이하로 분쇄하였다. 건조처

리는 50
o
C 열풍건조기에 버섯을 완전히 건조하여 제조하

였고 증숙처리는 끓는 물의 증기에 버섯을 3분간 통과한

뒤 50
o
C에서 열풍건조하였다. 보온처리는 압력밥솥

(HCPC-02, PN, Korea)에 버섯을 넣고 60
o
C로 설정된 열

풍건조기에 1시간 정치한 뒤 50
o
C에서 열풍건조하였다.

처리별로 제조된 건조버섯은 1 kg 용량의 통돌이식 덖음

기(THDR-01, 태환자동화산업, Korea)에 각 100 g씩 넣고

150
o
C에서 20분간 덖은 후 즉시 식힌 뒤 그라인더로

3 mm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여 버섯차를 제조하였다. 버

섯차 1 g을 90
o
C 물 150 ml에 3분간 우려낸 것을 추출물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당도 및 pH 측정 
버섯차의 당도는 당도계(굴절당도계, PAL-1, Atago,

Japan)로 측정하였고 pH는 pH meter(S20, Mettler

toledo, US)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측정 
버섯차의 가용성 고형분을 측정하기 위해 실온상태의

추출액 50 g을 칭량하여 105
o
C에서 3시간 동안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가용성 고형분(%) = 

(가열 전 무게 – 가열 후 무게)/가열 전 무게 × 100

색도 측정 
버섯차의 색도는 시료를 액체측정용 셀에 넣고

Spectrophotometer(CM-5, 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고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 값으로 나타냈다. 

질소 및 아미노산 측정
버섯차 추출액의 총 질소는 추출액 100 ml에 황산을 가

해 산가수분해 전처리 후 킬달(K-360, Buchi, Germany)

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 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추출액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뒤 0.1 g을 6 N HCl과

혼합하고 밀봉하여 110
o
C에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

다. 시료를 감압농축하여 산을 제거한 뒤 0.02 N HCl을

가하여 25 ml로 정용하고 그 여액을 0.2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아미노산 자동분석기(L-8800, Hitachi,

Japan)로 함량을 구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함량은 버섯차 추출액 10 µl에 distilled

water 840 µl과 Folin-Ciocalteu reagent를 혼합한 후 실온

에 3분 동안 방치하였고 20% Na2CO3를 100 µl 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물질인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작성한 검량

선으로 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s로 나타내

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잎새버섯차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 250 µl에 5% NaNO2 75 µl를 혼합하여 5분간 실온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10% AlCl3을 150 µl 첨가하여

6분간 정치한 후, 1 N NaOH 500 µl를 넣고 11분간 정치

한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Fig. 1. Manufaturing process of Grifola frondos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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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chin을 사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으로 시료 g 중의 mg

catechin equivalents로 나타내었다.

 DPPH 및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버섯차의 radical 소거능은 DPPH(1,1-diphenyl-2-

picrylhydrazyl, Sigma Aldrich) 및 ABTS(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 Aldrich)

radical 소거활성을 Lee 등(20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즉, 추출액과 0.2 mM DPPH 용액을 1:4의 비율

로 섞고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ABTS용액

을 준비하여 OD값이 1.5~1.6에 도달하도록 에탄올에 희

석하였다. 시료 50 µl와 ABTS용액 1 ml을 혼합하여 실

온에서 30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킨 후 73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추출물의 첨가 전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 sample absorbance/control absorbance) × 100

관능검사

버섯차의 제조방법별 관능적 품질을 살펴보기 위해 관

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패널은 연구소 내 연구

원 15명을 대상으로 버섯차의 외관, 향, 맛, 종합기호도에

대해 1(매우나쁨) ~ 9(매우좋음)의 9단계 평점법으로 평

가하였으며 시료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 시료에 대

해 무작위로 추출된 숫자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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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처리효과의 유의성이 있을 경

우 처리구간 평균치의 유의성 비교는 Duncan의 다중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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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처리방법별 버섯차 추출액의 성분
잎새버섯의 전처리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차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 색도, 질소함량, 수율은 Table 1과 같다. 보

온처리한 버섯차 추출액의 가용성 고형분은 0.143%, 질

소함량은 0.14%로 건조와 증숙처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는 가열 전처리가 상황버섯차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높였다고 보고한 Park 등(2008)의 결과 및 발효차의 발효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조단백과 당 함량이 증가한

Choi(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버섯차 제조 수율은 보온,

증숙, 건조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2차 분쇄과정에서 비교

적 입자가 가벼운 건조, 증숙처리 차의 분말 손실이 많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액의 색도는 Table 1, Fig. 3와 같이 건조처리에 비

해 증숙처리 차가 다소 어두웠으며 보온처리 차는 명도가

86.1로 가장 낮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2.1, 43.4로 높았다.

이는 찻잎을 유념하여 tyrosinase 등과 같은 폴리페놀 산

화효소의 반응을 통해 붉은 색을 띠는 홍차로 제조하는

과정(Choi et al., 2008) 또는 인삼의 증숙시간 및 횟수가

증가할수록 당과 아미노산의 중합반응(Maillard reaction)

에 의해 추출물의 갈색도가 증가하는 현상(Yoon et al.,

Table 1. pH, sugar content, soluble solids, total nitrogen and yield of Mushroom teas with pre-treatments.

Treatment pH Sugar content
(?Brix)

Soluble solids
(%)

color value Total nitrogen
(%)

Yield
(%)L a b

Drying 6.8±0.2 0.1±0.0 0.139±0.00 97.2±0.3 -0.4±0.1 7.0±0.3 0.08±0.01 6.2
Steaming 6.5±0.2 0.1±0.0 0.139±0.01 95.7±0.2 -1.0±0.0 14.5±0.8 0.08±0.00 6.3
Warming 6.0±0.2 0.2±0.0 0.143±0.00 92.7±0.4 -0.7±0.3 25.4±1.1 0.14±0.01 6.5

Fig. 2. The external appearance of Mushroom teas produced
by different methods.

Fig. 3. The external appearance of Mushroom tea extracts
produced by differ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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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에 비교할 수 있다.

버섯차의 아미노산 함량
Muneyuki 등(1975)에 따르면 관능품질이 우수한 고품

질의 녹차는 카테킨과 아미노산, 카페인이 높고 환원당이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차의 특징적인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Glutamate로(Chung et al.,

2005) 차가 함유한 아미노산 함량과 조성은 차의 관능적

특성에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잎새버섯차 추

출액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Table 2에서와 같이 보온처리

차가 다른 처리에 비해 필수아미노산과 단맛,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Aspartate, Glutamate 등 모두 증가하여

1.8배 이상 높았다. 이는 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분

해효소(Shin et al., 2019)가 버섯조직 내 단백질을 분해하

여 유리 아미노산을 생성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열

처리에 의해 버섯 내 조직이 수용성 물질의 용출이 용이

한 구조로 변형되어 추출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버섯차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보온 14.6 mg/g, 건

조 9.0 mg/g, 증숙처리 7.5 mg/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

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보온 2.2 mg/g, 증숙 1.6 mg/g,

건조 1.4 mg/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표고의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한 Choi 등(2006)

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열처리에 의해 고분

자의 페놀성 화학불이 저분자의 유리형 페놀성 화?물로

전환되고 버섯 내부조직의 파괴로 인하여 페놀성 화합물

이 쉽게 추출되어 총 폴리페놀 합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

각되며 습열과정을 통해 용해도가 낮은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 쉽게 용해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Lee et

al., 2004).

버섯차의 DPPH,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산화방지제의 종류는 수소이온을 공여하여 라디컬을 소

거하는 Hydrogen atom transfer 방식과 전자만 공여하여

소거하는 Single eletron transfer 방식으로 항산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뉜다. DPPH와 ABTS assay는 두 방식의

산화방지제 모두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DPPH는 라디컬,

Table 2. Amino acid content of Mushroom teas with pre-
treatments.

Amino acid Drying
(mg/L)

Steaming
(mg/L)

Warming
(mg/L)

Asp 12.3±2.6 17.8±3.5 40.5±0.7
Thr 5.0±1.0 7.2±1.4 19.7±0.4
Ser 6.4±1.3 9.4±1.8 22.5±0.4
Glu 55.8±11.8 68.9±13.6 112.2±2.0
Pro 62.5±12.8 76.0±14.5 120.8±1.6
Gly 6.9±1.5 9.6±1.9 24.0±0.5
Ala 7.6±1.5 11.8±2.3 31.3±0.5
Cys 0.5±0.1 1.0±0.2 2.0±0.0
Val 5.0±1.0 7.2±1.4 19.3±0.4
Met 0.5±0.1 0.7±0.1 1.2±0.0
Ile 2.9±0.6 3.3±0.6 7.3±0.1

Leu 5.0±1.0 5.1±0.9 10.0±0.2
Tyr 5.3±0.9 6.4±1.1 7.0±0.0
Phe 3.3±0.6 3.4±0.6 6.3±0.1
Lys 4.9±1.0 5.0±1.0 9.5±1.5
His 3.1±0.5 3.8±0.7 7.1±0.1
Arg 6.2±1.3 9.3±1.8 22.2±0.5

Essential amino acid 35.8±7.1 45.1±8.6 102.5±3.3
Total amino acid 193.2±47.5 246.0±39.7 462.9±9.2

Table 3.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Mushroom teas with treatments.

Total polyphenol 
contents(mg/g)

Total flavonoid con-
tents(mg/g)

Drying 9.0b±0.8 1.4c±0.4
Steaming 7.5b±1.1 1.6bc±0.4
Warming 14.6a±2.2 2.2a±0.2

a-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4. Chang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shroom tea extracts with different method.
a-bDifferent letters i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5. Changes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ushroom tea extracts with different method.
a-bDifferent letters i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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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는 양이온으로써 반응한다는 차이 등이 있다

(Rodald L et al., 2005). 제조방법별 버섯차의 DPPH 라

디컬 소거능은 Fig. 4와 같이 보온처리가 54.0%로 다른

두 처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ABTS

라디컬 소거능이 32.7%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온숙성온

도에 따라 대추의 항산화활성이 변화했다고 보고한 Park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하며 열처리에 의해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및 ABTS 라

디컬 소거활성도 높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관능검사

잎새버섯차의 전처리방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항목별 기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차는 없었으나 외관의 기호도는 약간 어둡고 황색을 띄는

증숙차의 기호도가 높았고 보온차의 향, 맛 그리고 종합

기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녹차의 품질이 높

을수록 아미노산함량이 높다고 보고한 Muneyuki 등

(1975)의 결과를 참고했을 때, 차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단맛,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의 추출수율 증가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전

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기능성과 향이 우수한 잎새버섯의

영양성분과 항산화활성의 추출이 향상되는 제다기술을 통

해 저장성을 늘리고 기능성분의 섭취를 간편하게 하여 소

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며 새로운 식품소

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방법별로 잎새버섯차를 제조하여

차의 pH, 색도 등의 품질과 아미노산 및 항산화활성을 분

석하여 비교하였다. 건조, 증숙, 보온처리 버섯차를 제조

하여 추출액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건조와 증숙처리 차의

당도, 고형분, 질소함량 차이는 없었고 보온처리 차의 값

이 다른 처리에 비해 높았다. 버섯차의 색도는 보온처리

에서 가장 진하고 어두웠으며 보온처리 차가 462.9 mg/L

로 총 아미노산 함량이 1.8배 이상 높아 보온처리에 의한

차의 추출성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온처

리 버섯차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4.6 mg/g,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2.2 mg/g으로 증가하였고 페놀성 화합물의

증가로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맛의 기호도도 7.0으로 소폭 증가하여 보온처리는

잎새버섯의 영양성분과 항산화활성의 추출을 용이하도록

하고 관능적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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