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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um and Cordyceps militaris mycelium were analyzed for
their proximate composition, protein-bound polysaccharide, nucleic acid and amino acids. The content of ash and crude fiber in
F. velutipes fruit body were higher than F. mycelium and C. militaris mycelium. C. militaris mycelium showed the highest crude fat
content while F. velutipes fruit body had lowest. Nitrogen free extract content of the samples varied from 56.8% in F. velutipes
fruit body to 61.9% in F. velutipes mycelium. The compositions of total protein and total free sugars of protein-bound
polysaccharid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all samples. Nucleic acid related compounds were identified the 5'-
GMP, 5'-XMP, 5'-IMP in all samples. The content of total nucleic acids were high in the orders of F. velutipes myclial (286.71
mg%), F. velutipes fruit body(187.36 mg%) and C. militaris mycelial(76.85 mg%). The highest content of 5'-GMP was found in F.
velutipes fruit body. The most nucleic acid of F. velutipes mycelial and C. militaris mycelial were the 5'-XMP. As for the analysis of
total amino acids, seventeen amino acids were identified by HPLC and the major amino acid was glutamic acid in all samples.
The content of total amino acids were high in the orders of F. velutipes fruit body(19,919 mg%), F. velutipes mycelium(19,018
mg%) abd C. militaris mycelium(18,965 mg%). We determined the developing new food product such as amino acid drink and
amino acid containing food using extracts of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um and Cordyceps
militaris myc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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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오랜 역사속에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버섯은 약 15,000여종으로 그

중 약 2,000여종이 식용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도 970여

종이 분포되어 있어 그 중 약 350여종이 식용 가능한 버

섯으로 분류 동정되어 있으나 인공재배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20여종에 불과해 버섯은 앞으로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작목으로 인정받고 있다(Park, 1997).

버섯은 단백질, 지질, 당질, 무기질, 아미노산 및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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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영양성분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식품

으로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식용되어

왔으며(Hong et al., 1997), 또한 항산화, 항균, 항종양활성

및 항암효과 등이 규명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et al., 2001). 최근에는 식품학적 측면에서의 유

용성분 뿐만 아니라 버섯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암, 순환계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소재를 개발할 필

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Park, 1997), 이에 따른 여러 기능

성 물질을 함유한 식품 및 미생물 자원의 선발과 이용방법

등의 연구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Oh and Lee, 2010). 

1990년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약용버섯의 효능에 대

한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관심

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약용버섯에 대

한 과대 과장광고가 심화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소

비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용버

섯은 약용버섯의 70%정도의 약리효능이나 기능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hang and Miles,

1989), 특히 식용버섯 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영양성분

과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개발로 국내외적으

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발전 및 또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주변 환경의 오염, 생활의 스트레스, 운동량부족, 식습관

의 변화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각종 질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의학적인 방법이 질병

의 주된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암 등 만성질환의

경우 치료의 한계성 및 치료약의 부작용 등으로 많은 제

약을 받고 있다(Ko et al., 2002).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인 담자균류 주름버섯목(Agaricales) 송이과(Tricholomataceae)

에 속하는 버섯으로 연중 재배 및 대량 생산이 가능 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식용 가능하다(Oh and Lee, 2010).

조직이 연하고 수분이 많으며, 수확 후 왕성한 호흡작용

으로 인해 조직 손상이 쉽게 발생하므로 유통 및 장기적

선도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Shin et al., 2010). 생산

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버섯생산량의 13.6%를 차

지하여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나(Pyo et al., 2002)

팽이버섯에 대한 연구는 다른 버섯에 비해 많지 않다. 팽

이버섯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팽나무버섯 polyphenol

oxidase의 정제 및 특성(Pyo et al., 2002), 팽이버섯 에탄

올 추출물의 기능적 특성(Oh and Lee, 2010), 팽이버섯으

로부터 lectin의 정제와 특성(Kim et al., 1999), 팽이버섯

의 톱밥제거가 저장 중 품질에 미치는 영향(Cho et al.,

1998), 포장방법에 따른 팽이버섯의 선도유지 효과(Shin

et al., 2009) 등 대부분 저장 및 선도유지에 대한 연구이

며, 이화학적 성분분석 및 생리활성 물질 동정 등에 관한

연구는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추출물의 핵산

관련 물질 함량 분석(Kim and Kim, 2010)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동충하초는 자낭균류 맥각균목 동충하초과로 세계적으로

약 100여속 75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자실체를 형성하는

Cordyceps 속은 300여종으로 국내에는 약 80여종이 분포되

어 있다(Koh, 2002).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동충하초는 Cordyceps militaris로 땅속 나비목(Lepidoptera)

의 번데기에 기생하는 곤충기생균(Entomopathogenic fungi)

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인공제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Jo et al., 2008), 액체 배양을 할 경우 mannitol 및

Cordtcepin(3'-deoxyadenosine)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Ko et al., 2002). 최근 동충하초에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항고지혈증 효과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2), 혈당 및

동맥경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Kim et al., 2013), 스트렙

토 조토신으로 유발된 당뇨 흰쥐의 항 당뇨 대사에 미치

는 영향(Kim, 2011) 등의 대사성 장애에 대한 연구들과

소규모 재배상을 이용한 생동충하초 재배(Nam et al.,

2012), 동충하초 분말 첨가한 빵 반죽의 물리적 특성

(Kim, 2010), 누에 동충하초 분말 첨가량에 따른 설기떡

의 품질 특성(Shin et al., 2008) 등 재배 및 가공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버섯재배는 생산단가가 높아 버섯 자실체를 식품소재로

이용하는 데는 고비용이 소요되나 균사체를 이용하게 되

면 공업화와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버섯은 생산시기와 과잉생산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단가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

성되어 생산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 버섯 재배시

발생되는 등외품등을 건조 또는 분쇄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로 이용함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어 생산농민과 버섯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자 및 국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부식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팽이버섯을 비롯하여, 팽이버섯균사체 및 동충하초

균사체를 다양한 식품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들의 성

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유용식품 소재로서 활용 가

능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팽이버섯 자실체는 나주호남버섯영농

조합에서 구입하였고, 팽이버섯균사체 및 동충하초균사체

는 재단법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균

주를 액체 배양하여 동결건조한 후에 냉장 보관하여 사용

하였다.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추출 및 chromatography용 용매 및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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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 Co. USA)은 일급 또는 특급시약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1984)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실

험항목은 수분, 조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및 가용

성 무질소물이었다. 수분은 105
o
C 직접건조법, 조회분은

550
o
C 직접 회화법으로,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에 따

라 측정된 질소량에 질소 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조섬유의 함량은 Henneberg

Stohamann 개량법으로 구하였다. 시료들의 가용성무질소

물의 함량은 총량에서 조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의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조단백다당류의 추출
팽이버섯, 팽이버섯균사체 및 동충하초균사체로 부터

단백다당류의 추출은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동결 건조하여 분쇄한 시료 100 g에 물 1 L를 가하여

100
o
C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고 이를 다시

여과하였다. 잔사를 제거한 추출물을 감압농축기로 1/10

로 농축한 후 3배의 무수 에탄올을 가하여 4
o
C에서 하룻

밤 방치하였다.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따라낸 후 침전물만

을 원심분리하여 고형물을 얻었다. 고형물을 증류수로 녹

이고 24시간 동안 투석한 다음 동결건조 후 시료로 사용

하였다.

단백다당류의 분석
조단백다당류중 당의 함량과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총 당의 정량은 산가수분해하여 HPLC로 분석 하였으며

column은 cabohydrate column(Altech Co. 250 mm L.

×4.6 mm I.D.), column 온도는 30
o
C, 검출기는 ELSD

2000(temp 80
o
C, N2 flow rate 2.0 mL/min), 용매는 75%

acetonitrile을 사용하였다. 유속은 분당 1.0 mL 였으며, 시

료 주입량은 20 µL로 하였다. 단백질의 함량은 micro-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다.

핵산관련물질의 측정
시료 약 2 g을 이 등의 방법에 의해 10%-HClO4 10 mL

를 가하고 균질한 후 test tube에 25 mL로 채워서 30분간 방

치 후 여과하였다. 여과액의 pH를 조정한 후 조정한 액에

10%-HClO4를 사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30분간 방치

한 후 0.4 µm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였고, column

은 u-bondapak C18(4 mm×30 cm), 검출기파장은 265 nm, 용

매는 30% methanol로 용리하였으며 정량법은 외부표준법에

준하여 GMP(5'-guanosine cyclic monophosphate), IMP(5'-

inosine mono phosphate), XMP(5'-xanthylic acids)를 정

량하였다. 

구성아미노산 분석
시료의 구성아미노산은 AccQ-Tag

TM
 method(AccQ-Tag

amino acids assy kit, Waters, USA)에 따라 분석하였다.

팽이버섯, 팽이버섯 균사체, 동충하초 균사체 및 각각의

단백다당류 분획물을 6 N HCl 용액으로 110
o
C에서 24시

간 가수분해 시켜서 얻은 여액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50
o
C에서 농축하여 염산과 물을 완전히 증발시킨 후,

20 mM HCl 5 mL로 조절한 다음 0.22 µm membrane

filter(Watman, USA)로 여과하였다. 그 여액을 20 µL 취

한 후 AccQFluor borate buffer 60 µL, AccQFluor borate

reagent 20 µL와 혼합하여 10분간 가열 반응시킨 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처리된 시료의 분석은 HPLC system(Waters, USA)

으로 수행하였으며, column은 AccQ-tag column(3.9×

150 mm, AccQ-Tag
TM

, USA)을 사용하였고, column 온도

는 37
o
C, 유동상은 solvent A(acetate-phosphate buffer)

40% : solvent B(acetonitrile 99%) 60%를 혼합하였다. 유

속은 분당 1.0 mL, 검출기파장은 248 nm, 시료 주입량은

10 µL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유리아미노산의 성분분석은 물로 추출한 후에 여과하여

정량하고 여액을 Ohara and Ariyosh(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구성아미노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Fig. 1. The extraction process of protein-bound polysaccharide
from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and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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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팽이버섯과 팽이버섯 균사체, 동충하초 균사체의 동결

건조 시료에 함유된 일반성분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 함량은 팽이버섯 균사체가 10.54%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균사체들이 버섯자실체에 비하여 수분함량

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조회분 함량은 팽이버섯 자실체

9.32%, 팽이버섯 균사체 6.27%, 동충하초 균사체 5.59%

순으로 버섯이 균사체 보다 높은 조회분 함량을 보였다.

조단백질은 팽이버섯에서 19.24%로 팽이버섯균사체 및

동충하초 균사체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조지방 함

량은 동충하초 균사체가 4.18%로 시험구중 가장 높았으

며, 조섬유는 팽이버섯에서 5.66%로 다른 시험구들에 비

하여 월등히 높은 함량을 보였다. 가용성물질소물은 팽이

버섯균사체와 동충하초균사체에서 60%이상의 함량을 보

였고 팽이버섯은 56.87%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시험

에 사용된 균사체들의 수분함량이 팽이버섯보다 높게 나

타난 원인은 균사체가 액체배양을 통하여 보다 많은 수분

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버섯과 균사의 조직적인 특징

도 하나의 요소로 생각된다(Yang et al., 2001). 조회분은

수분함량과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고형물이 많은 팽이

버섯에서 높은 수준의 조회분 함량이 관찰되어, 균사체들

의 고형분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하였다. 조지방은 시

료로 사용된 버섯균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팽이버섯과

팽이버섯균사체간에는 큰 수준의 조지방 함량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동충하초균사체에서 다른 시험구보다 조

지방 함량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동충하초는 맥각균과에

속하는 균으로 주로 인시목과의 벌레에 기생하여 발생하

게 되는데(Kang et al., 2010), 균의 영향보다는 배지로

사용된 누에 등의 지방이 균사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 생각된다. 균사체들의 조섬유함량은 액체배양의 영

향으로 인하여 셀룰로오스가 함유되어 있는 톱밥배지에서

재배된 팽이버섯에 비하여 아주 미미한 수준의 조섬유 함

량이 관찰되었다. 가용성무질소물은 섬유를 제외한 당질

로 탄수화물, 유리당 등의 복합체로 볼 수 있는데(Jeong,

1984), 본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험구에서 가용성무질소물

함량이 높게 나타나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유용한 유리당

이나 탄소원이 잠재되어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조단백다당류의 수율 및 함량
시료별 조단백다당류를 추출한 결과는 Table 2, 단백질

및 총당의 함량은 Table 3. 단백다당류의 아미노산조성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각 시료별 총단백질과 총당의 구

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같은 종류의 버섯이라 할지라도

팽이버섯과 팽이버섯 균사체의 조단백다당류의 구성이 서

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총단백질 수율은 일반성분 분석 중

조단백질 분석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이 이유는 당

단백질 자체에 원소가 되는 당질의 기본 복합체인 가용성

무질소물 함량 결과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원인으

로 보인다(Park and Lee, 1998).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본시험결과 총당함량이 버섯균사체들에서 월등히 높게 나

타난 것을 들 수 있다. 

핵산관련물질 함량
HPLC를 이용하여 버섯시료중의 핵산관련물질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5'-GMP(5'-Guanosine

cyclic monophosphate)의 경우 팽이버섯에서 98.48 mg%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충하초 균사체의 경우 팽이버

섯류에 비해 극히 소량 검출되었다. 5'-IMP(5'-inosine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and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

F. velutipes
fruit body

F. velutipes
 mycelial

C. militaris
 mycelial

Moisture 6.53±0.741) 10.54±1.21 9.47±1.04

Crude ash 9.32±0.82 6.27±0.54 5.59±0.37

Crude protein 19.24±0.74 18.23±1.26 18.86±2.11

Crude fat 2.38±0.21 2.91±0.15 4.18±0.29

Crude fiber 5.66±0.53 0.12±0.01 0.11±0.12

Nitrogen free 
extract

56.87±2.17 61.93±3.25 61.79±3.32

1)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Table 2. The yields of protein-bound polysaccharide from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

Yield 

F. velutipes
 fruit body

F. velutipes
 mycelial

C. militaris
 mycelial

Protein - bound 
Polysaccharide

0.37±0.011) 0.41±0.02 0.50±0.02

1)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Table 3. The content of protein and total sugars in protein-
bound polysaccharide of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

Content 

F. velutipes
 fruit body

F. velutipes
 mycelial

C. militaris
 mycelial

Protein 3.62±0.161) 1.08±0.11 1.06±0.06

Total sugars 2.21±0.08 15.12±1.36 23.01±1.82.
1)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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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 phosphate)의 경우 시료 모두 비슷한 함량을 보였

고, 5'-XMP(5'-xanthylic acids)는 팽이버섯 균사체에서

170.81 mg%로 다른 두 시료보다 3-4배정도의 높은 함량

을 나타냈다. 시료별 핵산관련물질함량을 살펴보면 팽이

버섯은 5'-GMP, 5'-XMP, 5'-IMP순으로 나타났고 팽이버

섯 균사체의 경우는 5'-XMP, 5'-GMP, 5'-IMP, 동충하초

균사체는 5'-XMP, 5'-IMP, 5'-GMP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시료마다 핵산계 정미성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산(nucleic acid)은 세포핵 내에 존재하는 산성물

질로 세포의 분열, 성장 에너지 생산 등을 조절하여 생명

현상의 전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핵산은 당,

지질 및 단백질과 같이 사람의 몸 속에 고분자 상태로 존

재하며 뉴클레오티드(nucleotide)가 단위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Kim, 2010). 버섯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은

여섯가지 5'-nucleotide 들 가운데 5'-AMP, 5'-XMP, 5'-

GMP 및 5'-IMP와 같은 네가지 성분이 주로 기여한다고

밝힌바 있다(Yamaguchi et al., 1971). 본 연구결과 5'-

XMP, 5'-GMP, 5'-IMP 세가지 5'-nucleotide들이 검출되었

는데, 이들이 함량은 버섯 종류보다 균사체와 자실체의

구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팽이버섯균사체와 동충하초 균사체도 버섯 감칠맛을 부여

하는 소재로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아미노산 함량
팽이버섯과 팽이버섯 균사체, 동충하초 균사체의 동결건

조시료와 조단백다당류의 구성아미노산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시료 모두 각각 17종의 아미노산이 검출

되었다. 각 시료의 총 아미노산 함량을 살펴보면 팽이버섯

Table 4. The total amino acids of protein-bound polysaccharide in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mg%)

Amino acids F. velutipes fruit body F. velutipes mycelial C. militaris mycelial

Aspartic acid 271.83±11.252) 89.64±7.39 88.14±3.34 

Threonine 151.33±12.62 39.06±6.37 52.57±2.28

Serine 188.80±10.58 27.58±4.30 28.50±1.22

Glutamic acid 427.97±20.31 149.41±14.68 138.28±9.50

Proline 110.86±9.24 29.46±8.50 21.52±1.36

Glycine 187.24±16.75 45.52±4.31 60.57±2.36

Alanine 303.52±11.64 95.30±5.68 88.08±6.18

Cysteine 92.16±8.23 47.47±1.05 52.48±3.25 

Valine 196.86±9.74 66.32±4.02 40.37±2.85 

Methionine 125.16±11.96 47.83±3.28 57.57±3.68

Isoleucine 163.28±10.58 57.41±4.80 87.12±6.89 

Leucine 243.66±17.26 61.54±5.68 54.97±3.21

Tyrosine 138.01±7.89 8.76±0.12 11.73±1.20

Phenylalanine 204.93±12.41 62.23±4.80 63.89±5.39

Histidine 170.64±10.65 49.81±3.21 34.58±2.58

Lysine 187.42±21.37 58.78±4.66 66.98±4.22

Arginine 156.43±15.68 70.97±5.27 31.86±1.97

TAA1) 3,320.10 1,007.09 979.21
1)
TAA : total amino acid.

2)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Table 5. The content of nucleic acid in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mg%)

5'-GMP1) 5'-IMP2) 5'-XMP3)
Total nucleic 
acid related 
compounds

F. velutipes 
fruit body

93.48±5.364) 34.56±2.58 59.32±3.75 187.36

F. velutipes 
mycelial

85.83±3.17 30.04±2.97 170.84±6.78 286.71

C. militaris 
mycelial

9.92±0.75 24.51±2.30 42.42±3.61 76.85

1)
5'-Guanosine cyclic monophosphate,

2)
5'-Inosine mono phosphate,

3)
5'-Xanthylic acids.

4)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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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0.41 mg%, 팽이버섯 균사체 17,604.87 mg%, 동충하

초 균사체 18,429.88 mg%로 나타났고 모든 시료에서

glutamic acid 함량이 가장 높았다. 각 성분별로 살펴보면

serine의 경우 팽이버섯에서는 1133.5 mg%가 검출되었으

나 팽이버섯 균사체와 동충하초 균사체에서는 554.67

mg%와 472.79 mg%로 거의 절반정도 밖에 검출되지 않은

반면 methionine는 팽이버섯 균사체 1015.73 mg%, 동충

하초 균사체 1251.32 mg%가 검출되었고 팽이버섯에서는

751.65 mg%로 균사체 시료보다 적게 검출되었다. 이 밖에

도 cysteine과 tyrosine은 균사체보다 버섯에서 많은 양이

검출되었고, isoleucine과 lysine은 동충하초 균사체에서

1838.82 mg%와 1743.61 mg%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었

다. 본 연구결과 팽이버섯, 팽이버섯균사체 및 동충하초균

사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버섯 중 하나인 표

고(Yang et al., 2001)보다 더 많은 구성아미노산을 함유하

고 있음을 확인하여, 표고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아

미노산 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팽이버섯과 팽이버섯 균사체, 동충하초 균사체 함유된

유리아미노산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팽이버섯 6,314.19 mg%, 팽이버섯 균사

체 5,768.19 mg%, 동충하초 균사체 5,845.24 mg% 로 나

타났으며, 유리아미노산에서도 모든 시료에서 glutamic

acid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serine과 tyrosine은 버섯시료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cysteine은 균사체 시료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 arginine의 경우 팽이버섯 균사체에서 471.36 mg%

로 가장 높게 났다. 버섯류의 아미노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맛이 좋으

며 유리아미노산의 조성은 glutamic acid와 serine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et al., 1989). glutamic

acid는 맛돌기에 위치한 세부적인 수용체들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아미노산이다. serine은 피로회

복 및 면연력 증강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으

며, 특히 팽이버섯은 강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다(Stamets, 2000). 버섯류 중 아미노산 함량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표고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5.33~17.53 mg/g 으로 보고된 바 있다(Li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나타난 3종 버섯의 본 시험에 사용된 버섯

Table 6. The contents of total amino acids in Flammulina velutipes fruit body, Flammulina velutipes mycelial, Cordyceps militaris mycelial 
(mg%)

Total Amino acids F. velutipes fruit body F. velutipes mycelial C. militaris mycelial

Aspartic acid 1,631.84±67.123) 1,587.42±62.31 1,463.95±102.34

Threonine 908.20±47.90 776.53±3.23 952.10±61.21

Serine 1,133.58±97.51 554.67±12.30 472.79±21.32

Glutamic acid 2,562.21±154.63 2,180.93±99.36 2,066.06±153.23

Proline 665.26±27.81 592.61±2.48 333.15±14.36

Glycine 1,124.39±84.26 910.30±32.84 1,113.30±71.26

Alanine 1,821.82±72.36 1,705.76±87.29 1,460.24±82.39

Cysteine 553.85±4.10 952.24±41.25 948.40±25.24

Valine 1,178.23±92.21 1,328.77±59.73 684.76±11.36

Methionine 751.65±4.12 1,015.73±51.02 1,251.32±92.31

Isoleucine 980.52±4.01 1,152.10±61.36 1,838.82±101.34

Leucine 1,462.8±62,30 1,232.57±58.20 1398.89±77.60

Tyrosine 828.05±3.16 177.65±2.94 238.05±1.48

Phenylalanine 1,229.61±50.24 1,246.52±72.33 1,775.33±106.31

Histidine 1,023.87±9.12 1,017.53±56.29 689.11±30.11

Lysine 1,124.53±10.58 1,173.54±62.84 1,743.61±91.01

Arginine 938.59±6.28 1,414.08±99.21 535.52±24.90

TAA1) 19,919.00 19,018.95 18,965.40

EAA2) 8,659.41 8,943.29 10,333.94

EAA/TAA(%) 45.62 50.80 56.07
1)
TAA : total amino acid.

2)
EAA : total essential amino acid(Thr+Val+Met+Ile+Leu+Phe+His+Lys).

3)
All values are presented by mean±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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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균사체는 필수아미노산 함량도 양호하여, 건강식품과

음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일반성분 중 조회분 함량은 버섯이 균사체 보다 높은

조회분 함량을 보였다. 조단백질은 모든 시험구에서 19%

내외로 나타났고, 조지방 함량은 동충하초 균사체에서 가

장 높았으며, 조섬유는 팽이버섯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용성물질소물은 팽이버섯균사체와 동충하초균사체에서

60% 이상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각 시료별 총단백질과 총

당의 구성 비율은 팽이버섯과 팽이버섯 균사체의 단백다

당류의 구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시료별 핵산관련물질

함량은 팽이버섯에서 5'-GMP, 5'-XMP, 5'-IMP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팽이버섯 균사체는 5'-XMP, 5'-GMP, 5'-

IMP, 동충하초 균사체는 5'-XMP, 5'-IMP, 5'-GMP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시료에서 각각 17종의 아미노산이 검

출되었다. 각 시료의 총 아미노산 함량을 살펴보면 팽이

버섯 18,980 mg%, 팽이버섯 균사체 17,604 mg%, 동충하초

균사체 18,429 mg%로 나타났고 모든 시료에서 glutamic

acid 함량이 가장 높았다. 유리아미노산 함량도 구성아미

노산과 유사하게 팽이버섯, 팽이버섯 균사체, 동충하초 균

사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 팽이버섯, 팽이

버섯 균사체 및 동충하초 균사체는 핵산관련 물질과 아미

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나, 아미노산 함유 식품 개발에 적

합한 자원으로 활용도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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