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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erheated steam on the contents and the true retention
of bioactive compounds in mushroo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ue retention of water-soluble vitamins B1 (thiamin),
B2 (riboflavin), B3 (niacin), and C (ascorbic acid) were higher in mushrooms after superheated steaming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eaming method.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the cooked mushrooms except
for Hypsizygus tessellatus increased with both superheated steaming and conventional steaming methods as compared
to uncooked mushrooms. Also, the true retention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superheated steamed mushrooms
was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In general, the contents and the true retention of ergothioneine and glucan
were higher in mushrooms with superheated steaming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eaming method.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superheated steamed samples except for Pleurotus eryngii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ventional steamed samp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perheated steaming causes positive changes in the
nutritional and functional components of mushrooms compared to conventional st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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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RDA, 2018). 버섯은 독특한 향, 맛, 조직감을 보유하고
있어 풍미가 뛰어나며, 난소화성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칼로

버섯은 진균류의 자실체로 진균류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리가 낮아 저칼로리 식품 및 자연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일부 자낭균류 및 단자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이다. 전 세계

또한 버섯은 당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및 지방 등 다양한

적으로 약 15,000종의 버섯이 집계되어 있으며 국내의 자생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는 버섯류는 약 1,500종으로 그중 식용 가능한 버섯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5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버섯 중 생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페놀 화합물을 포함한

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느타리버섯이며, 다음으로 팽이, 양

다양한 2차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Mau 등,

송이 및 표고버섯 순이었다(RDA, 2018; Korea Forest

2002). 버섯은 콜레스테롤 감소,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산

Service, 2019). 국내 버섯 재배량은 2018년 기준 13만톤

화, 항고혈압 등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2의

에 달하며, 2019년 기준 15만톤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전구체인 ergosterol이 풍부하며, 항종양 활성을 지닌 다당

(RDA, 2018; Korea Forest Service, 2019). 버섯은 예로

류인 β-1,3-D-gluca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최근 버섯의 효능에

다(Krakowska 등, 2020; Wasser, 2002).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버섯은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주로 삶기, 찌기, 볶기, 굽

Received 22 April 2021; Revised 6 May 2021; Accepted 21 May 2021
Corresponding author: Younghwa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yungsung University, 309, Suyeong-ro, Nam-gu,
Busan 48434, Korea, E-mail: younghwakim@ks.ac.kr
Author information: Dagyeong Kim (Graduate student), Younghwa Kim (Professor)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is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김다경 ․ 김민주 ․ 강민정 ․ 김영화

800

기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되며, 버섯의 조직은 대부분

mushroom and yeast beta-glucan assay procedure kit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손실에 의해 영양성분 및 기능

Megazyme(Bray, Ireland)에서 구입하였다. HPLC(Hita-

성 성분의 잔존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Park 등,

chi 5000 Chromaster, Hitachi Ltd., Tokyo, Japan)의 이

2017). 잔존율(True Retention, TR%)은 조리된 식품 중의

동상으로 사용된 메탄올과 증류수는 J.T Baker Co.(Phil-

영양소 보존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리 전후의 식품 무게

lipsburg, NJ,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추

및 영양소 함량 변화를 고려한 값을 말한다(de-Sa와 Rodri-

출용액 및 시약은 특급 시약 혹은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

guez-Amaya, 2004). 미국 농무성(USDA)에서는 조리 및

였다.

가공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잔존율로 나타내고 있다
(USDA, 2007). 식품의 조리는 식품 매트릭스의 변화로 다

조리 방법

양한 생리활성 물질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영양 품질을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만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Pellegrini 등, 2010). 이처

닥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으로 부산광역시

럼 열처리에 의해 다양한 채소에서 β-carotene의 생체 이

남구 지역 마트에서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구입한

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고온 및 고압으

버섯은 구입 즉시 비가식 부위를 제거한 뒤 손질하여 일반찜

로 가공한 배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이

(steaming) 및 과열증기 조리법으로 조리되었다. 먼저, 양송

높아진다고 하였다(Nicoli 등, 1999; Hwang 등, 2006).

이버섯(Agaricus bisporus)은 4등분으로 절단하였고, 표고

과열증기(superheated steam)는 포화증기를 100°C 이

버섯(Lentinula edodes)은 0.5 cm 두께로, 새송이버섯

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생성되는 과열증기를 이용한 식품

(Pleurotus eryngii)은 1 cm 두께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의 가공 및 조리 방법으로 식품의 건조, 살균, 조리 등 다양한

만가닥버섯(Hypsizygus tessellatus), 느타리버섯(Pleur-

목적으로 이용되며, 과열증기 가공 시 무산소 상태가 되어

otus ostreatus) 및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은 손

산화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으로 찢어 손질하였다. 일반찜은 증류수를 가열하여 끓인 뒤

(Park 등, 2016). 이와 같은 특징으로 과열증기를 이용한 조

10분간 조리하였다. 과열증기 조리(superheated-steam-

리는 식품 고유의 맛, 향미, 외관 등의 변화와 영양소의 파괴

ing)는 120°C 고압의 과열증기를 이용하여 조리하는 과열

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생물 제어에도 효과적인 것

찜기(SC-P01FMG, Hurom, Gimhae, Korea)를 사용하여

으로 알려져 있다(Seo 등, 2014). 뿐만 아니라 고압의 과열

찜 모드에서 10분간 조리하였다. 조리가 된 시료는 냉각 후

증기를 이용한 가공 및 조리는 최근 식품 분야에서 주목받고

균질화시킨 뒤 소분하여 -70°C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되

있는 가공 기술로 가열 및 조리시간을 단축시켜 식품의 물성

었다.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며, 세포막 및 세포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08; Park 등, 2014). 본 연구

조리수율 및 수분함량

에서는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버섯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버섯의 조리수율(cooking yield)은 조리 전후 시료의 중

성분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량을 측정하여 조리수율을 구하였다. 수분함량은 AOAC

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다소비 되는 버섯 6종을 선정하

(2000) 분석 방법에 따라 105°C에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여 과열증기 조리에 따른 수용성 비타민 및 생리활성 물질의

분석하였다.

함량 변화, 각 성분의 잔존율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Moisture (%)＝

W2－W3
W2－W1

×100

W1: 칭량접시의 중량(g)
W2: 시료+칭량접시의 중량(g)

실험재료

W3: W2를 건조하여 항량이 되었을 때의 중량(g)

본 연구에 사용한 ascorbic acid, tris(2-carboxyethyl)
phosphine hydrochloride(TCEP), thiamine hydrochlo-

비타민 B1 및 비타민 B3 함량 분석

2,2′,2′′,2′′′-(ethane-1,2-diyldinitrilo)tetraacetic

버섯에 함유된 비타민 B1 및 비타민 B3는 Kim 등(2014)

acid(EDTA), riboflavin, riboflavin-5′-adenosine diphos-

의 방법으로 동시 추출, 동시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시료 약

phate(FAD), riboflavin-5′-phosphate(FMN), nicotinic

1 g을 취하여 5 mM sodium 1-hexanesulfonate 용액 50

acid, nicotinamide, ergothioneine, 2,2′-azino-bis(3-

mL를 첨가한 뒤 초음파 추출기(SD350H, Sungdong Ultra-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2,2-di-

sonic Co., Seoul, Korea)로 40°C에서 30분간 추출하였다.

phenyl-1-picrylhydrazyl(DPPH), gallic acid, catechin,

이 추출액을 10분간 15,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Folin-Ciocalteu’s reagent 및 aluminium(Ⅲ) chloride

을 0.45 μm syringe filter(PVDF, Whatman Inc., Maid-

hexahydrate 등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stone, UK)로 여과하여 HPLC(Hitachi 5000 Chromaster,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β-Glucan 분석에 사용된

Hitachi Ltd.)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 시 컬럼 온도는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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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로 설정하였고, 컬럼은 YMC-Pack ODS-AM(250×

(Whatman International, Kent, UK)를 이용하여 여과한 뒤

4.6 mm, 5 μm, YMC, Kyoto, Japan)을 사용하였다. 비타민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분석에 사용되었다. 버섯의 조

B1 및 B3의 검출은 270 nm에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리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과 Denis(1912)의 방법

이동상은 5 mM sodium 1-hexanesulfonate(triethyl-

을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시료 추출물 50 μL에

amine 0.2 mL+acetic acid 7.5 mL/L)(A용매)와 100% 메

2% Na2CO3 1 mL를 첨가한 뒤 50% Folin-Ciocalteu’s re-

탄올(B용매)을 gradient elution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0

agent를 100 μL 가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반응

분 100% A용매, 20분 100% A용매, 20분 50% A용매, 35

물은 ELISA reader(Thermo Scientific Ltd., Lafayette,

분 50% A용매, 45분 100% A용매, 55분 100% A용매로

CO,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조절하였고 유속은 0.8 mL/min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을 사용
하여 mg of gallic acid equivalent(GAE)/100 g sample로

비타민 B2 함량 분석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추출물 250 μL에

비타민 B2의 추출 방법은 Kim 등(2014)의 방법과 식품공

증류수 1,250 μL를 가한 뒤 5% NaNO2를 넣고 교반하여

전의 비타민 분석법(MFDS, 20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분간 암소에서 방치하였다. 10% AlCl･6H2O 150 μL를 넣

먼저 시료 1 g을 칭량하여 증류수 50 mL를 첨가한 후 shak-

고 5분간 암소에 방치한 뒤 1 M NaOH 1 mL를 첨가하여

ing water bath(HB-205SW, Hanbaek Scientific Co.,

교반한 후 ELISA reader(Thermo Scientific Ltd.)를 이용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75°C에서 30분간 환류 추출

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techin을 표준

하였다. 이 추출액을 10분간 15,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물질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총 플라보노

뒤 상등액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

이드 함량을 구하였으며, mg of catechin equivalent(CE)/

용하였다. 비타민 B2의 경우 형광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100 g sample로 나타내었다.

형광검출기의 여기파장(excitation) 445 nm 및 방출파장
(emission) 530 nm에서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Ergothioneine 함량 분석

YMC-Pack Pro RS C18(250 mm×4.6 mm, 5 μm, YMC)이

버섯의 조리에 따른 ergothioneine 함량 분석을 위해 동

었으며 컬럼 온도는 40°C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은 10 mM

결건조된 분말 시료 0.5 g에 증류수 20 mL를 가하여 100°C

NaH2PO4(pH 5.5)와 메탄올을 75:25(v/v) 비율로 하여 사

로 설정한 shaking water bath에서 100 rpm으로 진탕하며

용하였으며, 유속은 0.65 mL/min으로 등용매 용리 조건으

30분 동안 환류 추출하였다. 이를 방랭한 후 10,000 rpm에

로 분석하였다.

서 원심분리하고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3% acetonitrile이 함유된 50 mM

비타민 C 함량 분석

sodium phosphate(pH 7.3)를 사용하였고, 유속은 1.0 mL/

비타민 C 추출은 시료 2 g에 100 mM EDTA, meta-

min의 등용리 용매 조건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컬럼 온도

phosphoric acid 및 TCEP를 혼합한 추출용매 12 mL를

는 40°C이며, 컬럼은 YMC-Pack Pro RS C18(250 mm×4.6

가하고 2-octanol을 1~2방울 첨가한 뒤 1분간 균질화하였

mm, 5 μm)을 사용하였다.

다. 균질화한 시료는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을 취한 뒤 남은 고형분에 추출용매 10 mL를 가하여 5분간

β-Glucan 함량 분석

초음파 추출기로 재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원심분리하여 상

시료의 조리에 따른 β-glucan 함량은 mushroom and

등액을 50 mL로 정용하여 0.45 μm syringe filter를 이용하

yeast beta-glucan assay procedure kit을 이용하여 함량

여 여과한 뒤 HPLC 분석에 사용하였다. HPLC 분석 시 이동

을 측정하였다. 시료 90 mg을 칭량한 후 12 M 황산 2 mL를

상은 0.05% form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0.7 mL/

넣고 3차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100°C 수욕상에서 2시간

min으로 등용매 용리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컬럼 온도는 40

동안 교반하였다. 이후 10 M KOH 6 mL를 넣고 200 mM

°C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컬럼은 Mightysil RP-18 GP Aq-

sodium acetate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한 뒤 원심분리하

ua 250-4.6(250×4.6 mm, 5 μm, Kanto Chemicals, To-

였다. 상등액 0.1 mL를 얻어 exo-1,3-β-glucanase와 β-

kyo, Japan)을 사용하였다.

glucosidase를 혼합한 용액 0.1 mL를 첨가하여 40°C 수욕
상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glucose oxidase/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조리된 버섯을 동결건조한 후 각각의 버섯 분말 1 g에
100% 메탄올 20 mL를 가해 homogenizer(Ultra-Turrax®

peroxidase mixture 3 mL를 넣고 40°C 수욕상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 함량을 구하였다.

T18, IKA, Staufen, Germany)를 사용하여 4,000 rpm으로

α-Glucan 함량 분석을 위해 시료 100 mg을 칭량하여

5분 동안 균질화한 뒤 초음파 추출기로 35°C에서 1시간 동

2 M KOH 2 mL를 가한 후 20분간 교반하였다. 이후 1.2

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No. 2 filter paper

M sodium acetate 8 mL를 넣고 amyloglucosidase와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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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ase 혼합 용액을 0.2 mL 첨가하여 40°C 수욕상에서

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ne-way

30분간 교반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얻은 상

ANOVA를 실시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등액 0.1 mL에 200 mM sodium acetate 0.1 mL와 glu-

P<0.05 수준에서 각 시료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

cose oxidase/peroxidase(GOPOD) 시약 3 mL를 첨가한

다.

후 40°C 수욕상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200 μL
를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인 glu-

결과 및 고찰

cose 용액을 GOPOD 시약과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
여 total glucan과 α-glucan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β-glucan 함량은 측정된 total glucan 함량에서 α-glucan 함량을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버섯의 조리수율 및 수분함량
버섯의 조리에 따른 조리수율 및 수분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조리수율은 일반찜 및 과열증기 조리에 따라

빼 준 값으로 계산하였다.

감소하였으며 조리 방법 및 시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버섯의 조리수율은 일반찜 조리 시 61.200~89.100%, 과열

조리된 버섯을 동결건조한 후 각각의 버섯 분말 1 g에

증기로 조리하였을 때는 65.697~81.362% 범위로 나타났

100% 메탄올 20 mL를 첨가한 뒤 4,000 rpm으로 5분 동안

으며, 느타리버섯이 다른 버섯 종류에 비해 중량 감소량이

homogenizer를 사용하여 균질화한 후 초음파 추출기로 3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의 수분함량은 일반찜 및 과열증

°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No. 2

기 조리에 따라 각각 85.133~89.349%와 84.022~94.186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로 나타났으며, 잔존율은 일반찜 및 과열증기 조리 시 각각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po-

59.943~80.666%와 64.407~81.320%로 나타났다. 표고

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여 생성된 라디칼이 항산화 물

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제외한 버섯의 수분 잔존율은 과열증

질에 의해 제거되어 탈색되는 반응을 이용한 방법으로 Re

기 조리법에서 일반찜 조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

등(1999)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7.4 mM ABTS

타내었다. Lee 등(2019)에 의하면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용액을 potassium persulfate로 2.4 mM이 되도록 용해한

및 느타리버섯의 수분함량은 89.5~93.1%로 측정되었고,

다음 암실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시료 추출물 5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버섯 시료들은 모두 이전 연구 결과와

μL에 희석된 ABTS 용액을 1 mL 가하여 암소에서 약 30분

유사한 수준의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간 방치한 뒤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반응물은
여 흡광도 값이 1 부근이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버섯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및 잔존율
변화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Blois(1985)의 방법을 일부

버섯 6종의 일반찜 및 과열증기 조리에 따른 수용성 비타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시료 추출액 50 μL에 DPPH 1 mL를

민(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C)의 함량 및

섞은 후 30분간 암소에서 방치한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

잔존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버섯 생것의 비타민 B1

를 측정하였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의 표준물질

함량은 팽이버섯에서 0.361 mg/100 g으로 가장 많았고, 다

로 gall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

음으로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순이었다. 표고버섯을 제외한

ELISA reader기를 이용하여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선을 사용하여 mg of gallic acid equivalent(GAE)/100 g

모든 버섯에서 비타민 B1의 잔존율은 과열증기 조리 시 일반

sample로 나타내었다.

찜 조리에 비하여 약 2~33%로 높은 잔존율을 유지하였으
며, 특히 양송이버섯의 과열증기 조리는 일반찜 조리에 비하

잔존율(true retention, TR%)

여 최대 39.225% 높은 잔존율을 보였다. 대부분 버섯의 비

각 실험 결과에 대한 잔존율은 Murphy 등(1975)에 따라
조리 전후의 중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rue retention (%)＝

Nc×Gc
Nr×Gr

×100

Nc: nutrient content/g of cooked food.

타민 B2 함량은 과열증기 조리에서 일반찜 조리보다 높게
나타났고, 모든 버섯의 비타민 B2 잔존율은 과열증기 시 일
반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팽이버섯을 과열증
기로 조리하였을 때 일반찜보다 약 15% 높은 비타민 B2 잔
존율을 보였다. 비타민 B3 함량의 경우 과열증기 조리를 진

Gc: g of cooked food.

행하였을 시 일반찜에 비해 비타민 B3 함량의 손실이 적게

Nr: nutrient content/g of raw food.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잔존율도 대부분 과열증기로 조리한

Gr: g of raw food.

버섯이 일반찜 조리에 비해 약 2~24%가량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열증기 조리가 일반

통계분석

찜에 비해 버섯의 비타민 B1, B2 및 B3 잔존율이 높게 유지되

본 연구의 결과값은 2회 이상 반복 실험하여 실시한 결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타민 C의 경우 팽이버섯, 표고버섯

이며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SAS ver. 9.4(SAS In-

및 느타리버섯에서만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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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oking yields and moisture contents of mushrooms

1)
2)

Moisture (%)
g/100 g CW1)
True retention (%)

Cooking methods

Cooking yields
(%)
100.000
89.100
81.109

a2)

Agaricus bispor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92.035±0.034
c
88.958±0.182
b
89.472±0.208

100.000±0.123
c
77.556±0.159
b
78.850±0.184

100.000
74.343
81.362

a

Flammulina velutipe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89.890±0.169
b
88.255±0.167
a
89.844±0.168

100.000±0.188
c
65.652±0.124
b
81.320±0.152

100.000
71.587
79.005

b

Hypsizygus tessellat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92.194±0.279
c
89.349±0.051
a
94.186±0.563

100.000±0.303
c
62.349±0.036
b
80.712±0.483

100.000
75.666
69.670

a

Lentinula edode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89.757±1.589
b
85.133±0.263
b
84.022±1.847

100.000±1.770
b
76.112±0.235
c
65.219±1.433

100.000
71.335
77.949

a

Pleurotus eryngii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89.434±0.082
ab
88.481±0.001
b
87.001±0.808

100.000±0.092
b
80.666±0.001
c
75.828±0.704

100.000
61.200
65.697

a

Pleurotus ostreat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92.348±0.199
b
88.737±0.037
ab
90.534±1.027

100.000±0.216
c
59.943±0.025
b
64.407±0.731

Samples

a

a

a

a

a

a

CW: cooked weigh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of each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가 검출된 모든 버섯에서 일반찜보다 과열증기 조리 시

CE/100 g으로 분석한 버섯 중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양

비타민 C 함량이 높게 나타나 과열증기 조리법에서 비타민

송이버섯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과열증기로 조리하였을 때

C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 잔존율은 모든

생것에 비해 약 119%까지 증가하였고, 총 폴리페놀의 잔존

버섯에서 과열증기 조리가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며, 특히

율은 177.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페놀 화합물은 식물

팽이버섯은 과열증기 조리가 일반찜에 비해 비타민 C의 잔

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화학적으

존율이 약 17% 높았다.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로 페놀 구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을 말하며 여러 하위 그

조리시간이 길거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크게 영향을 미치

룹을 포함한다(Tsao, 2010).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djoyan 등, 2018). 또한 물을

용을 하며 과도한 활성산소종(ROS)에 의한 산화적 손상 예

이용하여 조리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일부 필

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등, 2019).

수 영양소의 침출로 인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

찜은 조리 시 조리용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조리용수로의

다(El-Adawy, 2002). 그러나 고압을 이용한 열처리는 기존

침출이 최소화되고 동시에 열에 의한 화합물의 분해가 최소

의 열처리에 비해 열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되고, 풍미 및

화되며, 식품 매트릭스가 연화되어 식품의 소화성, 추출성

질감 유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Al-Khuseibi

및 필수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등, 2005). Kim 등(2017)은 고압 처리한 쌀은 고압 처리하

(Palermo 등, 2014). Mazzeo 등(2011)은 콜리플라워를 찜

지 않은 쌀에 비해 일정 압력까지 비타민 E의 함량이 증가한

으로 조리하였을 때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약 1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부분 버섯의 수용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Wang 등(2012)은 과열증기로 조

성 비타민 함량 및 잔존율은 과열증기 조리에서 일반찜에

리한 고구마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각각 4.5배, 1.9배가량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Choi 등

영양성분 변화의 기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6)은 식물의 세포벽에 공유 결합된 불용성 세포벽이 열
처리에 의해 유리되어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할 뿐만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버섯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잔존율
변화

아니라 항산화 활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

일반찜 및 과열증기로 조리한 버섯의 총 폴리페놀, 플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가열 조리에 따른 식품 매트릭스의

보노이드 및 ergothioneine 함량과 잔존율의 변화를 분석하

연화 현상에 의해 일부 버섯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였다(Table 3). 표고버섯 생것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

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드 함량은 각각 8.416 mg of GAE/100 g과 0.993 mg of

은 이유로 과열증기 조리의 경우 일반찜보다 높은 잔존율이

버섯 생것의 ergothioneine의 함량은 새송이버섯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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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다

활성을 보였다. 또한 ABTS 소거활성에서 표고버섯 과열증

음으로 팽이버섯과 느타리버섯에서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버

기의 경우 생것에 비해 약 49%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버섯

섯 시료에서 과열증기 조리 시 일반찜 조리보다 ergothio-

에서 과열증기 조리 시 일반찜보다 ABTS 및 DPPH 소거활

neine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ergothioneine의 잔존

성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ABTS 소거활성에서 과열증기

율도 대부분의 과열증기로 조리하였을 때 일반찜 조리에 비

조리는 일반찜에 비해 약 7~64%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

해 유의적으로 높은 잔존율을 보였다. 특히 팽이버섯을 과열

다. 특히 만가닥버섯의 과열증기 조리는 일반찜보다 약 71%

증기 조리하였을 때 ergothioneine의 잔존율이 일반찜보다

높은 DPPH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항산화 물질은 지질과산

약 52% 높게 유지되었다. Ergothioneine은 주로 균류에서

화 연쇄반응에 관여하는 자유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인

생합성되는 천연 아미노산으로 인체의 혈액, 신장, 뇌, 골수

체 내 활성산소에 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등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인체는 이를 생합성하지 못하므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동물성 식품과 버섯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Grundemann

역할을 한다(Cho 등, 2012; Poljsak과 Milisav, 2014). 버

등, 2005). Ergothioneine은 수용성 성분으로 열에 대해 안

섯의 대표적인 페놀 화합물은 gallic acid, protocatechuic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리용수로 침출되어 ergo-

acid 및 chlorogenic acid 등으로 이러한 페놀 화합물은 활

thioneine 함량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Deiana

성산소 형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어 항산화

등, 2004). 버섯의 조직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ezgin 등, 2020; Pol-

조리에 의한 수분손실에 의해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들의

jsak과 Milisav, 2014). 그뿐만 아니라, 식품을 가열하여 조

잔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양송이를 제

리하게 되면 항산화 화합물의 용출이 용이해지거나 새로운

외한 대부분의 버섯의 ergothioneine 잔존율은 과열증기 및

항산화 물질이 형성되어 항산화능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일반찜 조리 시 감소하였다. 또한, 표고버섯을 제외한 나머

있다(Miglio 등, 2008). 고압을 이용한 과열증기 조리는 결

지 버섯의 경우 모두 과열증기 조리가 일반찜보다 더 높은

합형 페놀 화합물을 유리형으로 전환해 항산화능을 향상시

ergothioneine 잔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온 및 고압 처리한 배에서 폴리페

일반찜과 과열증기 조리에 따른 β-glucan 함량을 분석한

놀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항산화 활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리 전 버섯의 β-glucan

되어 있다(Gong 등, 2012; Hwang 등, 2006). 또 다른 연구

함량은 표고버섯에서 5.436 mg/100 g으로 가장 높게 나타

에서도 시금치를 찜으로 조리하였을 때 생것보다 더 높은

났다. 대부분의 버섯에서 일반찜과 과열증기 조리 간의 β-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Turkmen 등, 2005).

glucan 함량 및 잔존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과열증기 조리 시 일반찜보다 높은 라디

나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경우 과열증기 조리가 일반찜

칼 소거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일부 버섯의 경우 생것보다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잔존율을 보였다. β-Glucan은 to-

도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tal glucan 함량에서 α-glucan 함량을 뺀 값으로, β-glucan
은 셀룰로스를 제외한 β-결합으로 연결된 모든 다당류를

요

약

일컫는다(Park과 Kim, 2012). Chandalia 등(2000)은 βglucan과 같은 수용성 섬유질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소비 버섯 6종(양송이버섯, 팽이버섯,

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Ueno 등(2019)에 따르면 보리 가

만가닥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의 일반찜

루에 10분간 고압 처리를 하였을 때 β-glucan의 함량은 압

및 과열증기 조리에 따른 수분함량, 수용성 비타민, 기능성

력과 상관없이 유지되었다고 하였으며, Jensen 등(1996)은

성분의 함량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영양소 잔존율을

β-glucan이 열에 안정하여 조리에 의한 손실이 적다고 하였

비교하였다. 버섯의 조리수율은 중량이 감소함에 따라 조리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 결과에서 알아본 식용 버섯의

된 모든 버섯에서 감소를 나타내었다. 버섯 6종의 수용성

경우에도 일반찜과 과열증기 조리에 따른 β-glucan의 함량

비타민(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C)의 잔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율은 대부분 일반찜보다 과열증기 조리에서 높은 수준을 나
타냈다. 과열증기 조리를 실시한 대부분의 버섯은 일반찜에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잔존율

국내 다소비 버섯의 일반찜과 과열증기 조리에 대한

을 나타내었고,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도 과열증기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는 Table 5에 나타

조리 시 일반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내었다. ABTS 소거활성은 양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생것에

찜과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국내 다소비 버섯 6종에 대한

서 4.233 mg of GAE/100 g 및 7.155 mg of GAE/100 g으

수용성 비타민 및 기능성 성분 함량과 잔존율에 대한 변화를

로 다른 버섯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DPPH 소거활성 역시

알 수 있었으며, 과열증기 조리에 의한 식품 중 영양성분

양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이 3.101 mg of GAE/100 g 및

및 기능성 성분의 잔존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

2.704 mg of GAE/100 g으로 다른 버섯에 비해 높은 소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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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mushrooms

1)
2)
3)

Samples

Cooking methods

Agaricus bispor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ABTS
(mg of GAE1)/100 g CW2))
c3)
4.233±0.200
b
6.902±0.241
a
7.431±0.304

DPPH
(mg of GAE/100 g CW)
c
3.101±0.325
b
5.927±0.132
a
6.559±0.058

b

Flammulina velutipe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2.763±0.220
c
1.399±0.046
a
3.903±0.102

2.501±0.209
a
2.031±0.396
a
2.877±0.315

a

Hypsizygus tessellat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3.519±0.184
b
1.639±0.078
a
3.205±0.166

0.520±0.000
c
0.152±0.000
b
0.514±0.000

c

Lentinula edode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7.155±0.132
b
8.355±0.058
a
10.990±0.592

2.704±0.051
a
4.325±0.305
a
4.511±0.012

a

Pleurotus eryngii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3.638±0.414
b
2.211±0.215
b
2.487±0.042

2.682±0.426
a
1.479±0.475
a
2.226±0.783

a

Pleurotus ostreatus

Raw
Steaming
Superheated-steaming

4.024±0.323
a
3.973±0.498
a
4.983±0.426

2.578±0.048
b
1.983±0.185
a
2.779±0.060

a

a

b

a

a

GAE: gallic acid equivalent.
CW: cooked weigh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of each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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