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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fermented milk containing 
mushroom (Phellinus baumii, Ganoderma lucidum, and Lentinus edodes) extracts. As the ratio of the mushroom extract 
increased, the pH of the fermented milk decreased proportionally and titratable acid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umber 
of lactic acid producing bacteria was the highest in the fermented milk sample containing 1.0% Lentinus edodes extract.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fermented milk containing mushroom extracts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pH, titratable acidity, and the number of lactic acid producing bacteria 
were not remarkably different between the milk samples subjected to treatments with and without the addition of mushroom 
extracts during the storage period. From the sensory evaluation of the fermented milk samples containing mushroom extracts, 
the colo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fermented milk sample containing 1.0% Lentinus edodes 
extract was found to be considerably bett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the fermented milk containing mushroom extracts could be used as a functional antioxidant contain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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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웰빙(well-being)을 넘어 
로하스(LOHAS) 그리고 힐링(healing)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식․의약의 섭취를 포함한 생활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노화

를 지연시키고, 생활 습관병을 포함한 각종 만성질환을 예
방하려는 건강 지향적 소비성향이 일반화되고 있다(Park et 
al., 2012). 대표적인 장수식품인 발효유는 원유 또는 유가

공품을유산균, 효모로발효시킨것으로정의되고 있으며, 우
유의 영양성분 이외에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산, 
펩톤, 펩타이드, 미량의 생리활성물질과 유산균 균체 성분
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건강식품

이다(Kim et al., 2013). 또한 발효유는 장내 유해세균의 억
제와 장의 기능성 향상, 장내균총의 균형 유지와 정장작용, 
면역계의 자극에 의한 항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저하
효과 등 다양한 프로바이오틱(probiotic)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현대인의 생활 습관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탁월한 기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stuoka, 1990; Nagao 
et al., 2000).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식품이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 제31권 제2호(2013)188

가지는 기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발효유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성

물질이 첨가된 여러 형태의 발효유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인삼, 홍삼추출액, 녹차와 쑥차, 구기자, 복분자
즙, 알로에, 클로렐라, 매실, 삼백초 등을 첨가하여 발효유
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기호도 증진과 새로운
생리활성이 강화된 발효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Kim and Park, 1999; Bang and Park, 2000; Lee et 
al., 2002; Lee and Paek, 2003; Sung et al., 2005).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생리활성 물질 탐색에 관한 연구

가 여러 방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식용 및 약용
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버섯류도 천연 항산화 물질로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Cha et al., 2004). 버섯은 향미성분이
풍부하고, 단백질, 지질, 다당류, 비타민 및 무기질과 같은
각종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건강식품으

로 인식되어 왔다(Xu et al., 2007). 최근에는 항암 효과, 항
당뇨 효과, 혈압 억제 효과, 혈청 지질 저하 효과, 면역 증
강 효과 등 노화 억제 및 생활습관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Moradali et al., 2007). 특히 버섯류의
항산화 활성은 Lentinus edodes 및 Dictyophora indusiata, 
Pleurotus oxtreatus의 경우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에 따라
프리라디칼 제거 활성, 환원력, Fe2+ 이온의 chelating effect 
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며, Coriolus versicolor 등 8종
의 버섯 및 Grifola frondosa로부터 추출한 단백 다당체에
대한 프리라디칼 제거활성이 알려져 있다(Mau et al., 2002; 
Yang et al., 2002; Cheung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천

연 식품소재인 버섯과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접목시켜 새

로운 기능성 발효유를 제조하고,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에 대해 조사하여 영양학적 및 기능적으로 우수한 노년층

에 특화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형태의 맞춤형 영양식
품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원유는 홀스타인 프리지안(Holstein-Friesian)종에서 생산

된 산도가 0.14~0.15%이고, pH가 6.6~6.8 범위인 신선한 원
유를 사용하였으며, 버섯 추출물 제조를 위하여 문상영상
황버섯(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및 정남진장흥표고주식회
사(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에서 상황(Phellinus baumii), 영
지(Ganoderma lucidum) 및 표고(Lentimus edodes) 자실체 건
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발효유 제조에 사용된 스

타터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로부터 Lactobacillus acidophillus 
KCCM 40265를 분양받아 10% 멸균탈지유에 2% 첨가하고
2회 계대 배양한 것을 사용하였다.

2. 버섯 추출물 제조
상황, 영지, 표고 자실체 건조물 각각 5 kg에 정제수 20 

L를 첨가한 후 80℃에서 열수 추출하여 상황, 영지, 표고 3
가지의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추출물은 각각 설탕을 첨가
하여 당도를 5 Brix로 보정한 후 사용하였다. 

3. 버섯 발효유 제조
버섯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의 제조를 위하여 먼저 원

유에 설탕과 예비실험 결과, 기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
위로 설정된 0, 0.5, 1.0% 농도의 버섯 추출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90℃에서 10분간 살균하고, 43℃에서 냉각하였
다. 이후 Lactobacillus acidophillus KCCM 40265를 2% 접
종하여 37℃에서 pH가 4.6이 될 때까지 12~18시간 동안 발
효하였다. pH가 4.6에 도달한 각각의 발효유는 이후 15℃까
지 냉각하고, 4℃에서 냉장보관하면서 숙성시켰다. 버섯 추
출물이 첨가된 발효유 제조공정은 Fig. 1과 같다. 

4. pH 및 적정산도
pH는 pH meter(UB-10 Delux, Denv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적정산도는 발효유 10 g에 증류수 10 mL를

Raw milk 
(T.A 0.14~0.15%, pH 6.8)

Sugar
(5.0%)

Mushroom extracts 
(0.5%, 1.0%)

↓

Mixing
↓

Pasteurization at 90℃, 10 min
↓

Cooling at 43℃ and setting in fermentation
↓

Starter culture inoculation 2% of 
Lactobacillus acidophillus KCCM 40265

↓

Fermentation (37℃, 0, 3, 6, 9, 12, 15, 18 hrs)
↓

Cooling at 15℃
↓

Storage (4℃, 0, 3, 6, 9, 12, 15 days)

Fig. 1. Procedures for the manufacture methods of fermented 
milk with the mushroo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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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후 0.1 N NaOH 용액을 첨가하여 pH가 8.3에 도달
할 때까지 소요된 양으로부터 산출하여 유산함량으로 표시

하였다.

5. 유산균수 측정
유산균수 측정은 시료 1 mL를 십진희석법으로 희석하여

평판배양법으로 BCP 한천배지(Difco, USA)에 1 mL씩 분주
하고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노랑색 콜로니를 계
수하여 시료 1 g 당 CFU(colony forming unit)로 표시하였다.

6. 영양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에서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 회분은

직접회화법,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을 사용하였고,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을 뺀 값으로 결정하였다. 무기질 분석은 건식
회화법으로 시료 전처리를 행한 후 ICP-MS(Agilent 7700,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관능검사
연구소의 숙련된 관능평가요원 10명을 관능평가 패널로

선정하여 실험목적을 설명하고 각 측정치에 대해 교육시킨

뒤, 9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색, 향, 맛, 조직감 및 전체 기호
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8. 항산화 활성 측정
발효유 0.3 g에 메탄올 10 mL를 첨가하여 5분간 잘 교반

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등액
을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
은 100μ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USA) 
용액 150μL와 시료용액 50μL를 가하여 혼합한 뒤, 30분
뒤에 ELISA reader(DYNEX, USA)를 이용하여 530 nm에

Table 1. Changes in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during fermentation at 37℃ for 
18 hours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Fermentation time (hrs)
0 3 6 9 12 15 18

pH

Control 0.0 6.38 6.01 5.67 5.47 5.10 4.84 4.55
Phellinus baumii 1.0 6.36 6.04 5.71 5.50 5.17 4.73 4.41
Ganoderma lucidum 0.5 6.35 5.95 5.56 5.34 4.93 4.50 4.17
Lentinus edodes  1.0 6.25 5.98 5.46 5.27 4.58 4.15 3.96

Titratable 
acidity

(%)

Control 0.0 0.22 0.34 0.43 0.56 0.62 0.74 0.88
Phellinus baumii 1.0 0.22 0.33 0.42 0.55 0.60 0.79 0.92

Ganoderma lucidum 0.5 0.23 0.36 0.49 0.63 0.72 0.88 1.18
Lentinus edodes  1.0 0.27 0.37 0.53 0.67 0.81 1.02 1.37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은
7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 USA)와 2.4 mM potasium persulfate를 혼합
한 후 실온의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BTS 용
액의 농도는 630 nm에서 흡광도가 0.70±0.02 정도가 되도
록 조정한 후 ABTS 용액 100μL와 시료용액 100μL를 혼
합하여 실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특성
발효가 완료된 각각의 버섯 발효유를 4℃에서 냉장보관

하면서 3일 간격으로 15일 동안 저장기간에 따른 pH, 적정
산도 및 유산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버섯 발효유 제조과정 중 품질특성

1) pH 및 적정산도 변화
버섯 발효유 제조시 버섯 추출물을 첨가하여 발효시간에

따른 pH 및 적정산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버섯 발효유의 pH는 버섯 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발효시간이 경과할수록 각각의 버섯 추

출물 첨가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발효 18
시간 후 대조구 pH는 4.55, 상황 추출물 첨가구 pH는 4.41, 
영지 추출물 첨가구 pH는 4.17, 표고 추출물 첨가구 pH는
3.96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유기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산균의 대사활동으로 인한 유기산의 증가와 첨가 시료에

함유된유기산에의해 pH가감소한다는 Ahn 등(2009)과 Kim 
등(2009)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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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정산도는 발효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조구보다 버

섯 추출물 첨가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발효 18시간 후 대조구 0.88%, 상황 추출물 첨가구 0.92%, 
영지 추출물 첨가구 1.18%, 표고 추출물 첨가구 1.37%로
나타났다. 이는 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당 등이
유산균의 생육을 촉진시켜 산 생성이 증가된 것으로 여겨

지며, Jeong 등(2004)도 함초 추출물 첨가 발효유의 경우
함초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에 의해 유산균의

생육이 촉진되어 적정산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발효유 제조시 버섯 추출물의 첨가는 유산균의 성장

및 유기산의 생성 등을 증진시켜 발효시간을 단축시킬 뿐

만 아니라, 유용한 대사산물의 생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하
기 때문에 발효유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 유산균수 변화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의 유산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발효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조구에 비하여 버섯 추출물 첨가구가 균수 증식을 빠르

게 나타냈으며, 발효 18시간 후 대조구 1.3×108 CFU/g, 상
황추출물첨가구 3.4×108 CFU/g, 영지추출물첨가구 3.8×108 
CFU/g으로 최대균수를 나타냈고, 표고 추출물 첨가구는 배
양 15시간 후 1.3×109 CFU/g으로 최대균수를 나타냈다. 이
는 버섯 추출물이발효 중유산균의 생육을 활성화시켜서 버

섯 추출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
이 유산균의 활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
과는 버찌 분말 첨가 요구르트에서 버찌에 함유된 성분들이

Table 2. Changes in numbers of lactic acid bacteria in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during fermentation at 37℃ 
for 18 hours                                                                                        (Unit: CFU/g)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Fermentation time (hrs)
0 3 6 9 12 15 18

Control 0.0 3.7×106 7.5×106 1.1×107 2.5×107 6.1×107 9.4×107 1.3×108

Phellinus baumii 1.0 5.2×106 9.8×106 3.5×107 6.5×107 9.4×107 2.2×108 3.4×108

Ganoderma lucidum 0.5 5.5×106 1.4×107 5.3×107 9.2×107 2.0×108 3.7×108 3.8×108

Lentinus edodes 1.0 5.6×106 1.5×107 7.3×107 3.9×108 1.2×109 1.3×109 1.3×109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of fermented milk with mushroom extracts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Nutrients (%)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abohydrate Ash Sugars

Control 0.0 84.58 2.83 3.17 8.85 0.57 7.53
Phellinus baumii 1.0 84.31 2.97 3.18 8.96 0.58 7.50

Ganoderma lucidum 0.5 84.42 2.98 3.17 8.86 0.57 7.92
Lentinus edodes 1.0 84.52 2.99 3.06 8.86 0.57 7.88

유산균 배양의 영양소로 사용되어 유산균의 생육을 촉진시

킨다는 Kim 등(2009)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2. 버섯 발효유의 영양성분 분석
버섯추출물첨가발효유의일반성분을분석한결과는 Table 

3과 같다.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의 수분 함량은 대조구
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상황 추출물 첨
가구 2.97%, 영지 추출물 첨가구 2.98%, 표고 추출물 첨가
구 2.99%로 3종의 버섯 추출물 첨가구 모두에서 대조구

2.83%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탄수화물 함량은 상황 추
출물 첨가구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지만, 당류 함량은 영
지와 표고 추출물 첨가구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Yoo 
등(2005)은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버섯은 일반적
으로 조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당류 함량이 비교적 높
다고 보고하였는데, 버섯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에서 조
단백질, 탄수화물 및 당류의 함량이 대조구보다 높은 것으
로 보아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음으로 조회분 함량은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와 대조구

모두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며, 조지방 함량은 상황과 영지
추출물 첨가구는 대조구와 유사하였으나, 표고 추출물 첨
가구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균과 표고 추출물
이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고형분 성분들이 여러 가

지 효소 작용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서 조지방 함량이 감

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칼륨과 칼슘이 무기질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특히 칼륨, 칼슘, 나트륨, 니켈, 망간 함량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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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mineral content of fermented milk with mushroom extracts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Mineral elements (mg/100 g)
K Ca Na P Mg Fe Cr Ni Mn Cu

Control 0.0 135.25 104.35 41.95 16.87 10.77 0.40 0.07 0.04 0.02 0.02 
Phellinus baumii 1.0 134.14 107.15 43.01 13.72  9.50 0.33 0.05 0.07 0.03 0.02
Ganoderma lucidum 0.5 137.00 107.11 43.48 15.87 10.97 0.62 0.02 0.04 0.05 0.02
Lentinus edodes 1.0 136.54 107.17 42.56 13.26 10.54 0.78 0.18 0.08 0.03 0.02

조구보다 버섯 추출물 첨가구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철, 크롬, 니켈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표고 추출물 첨가구
에서 약 2배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미량원소를 비롯한 많
은 종류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버섯은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무기질의 섭취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

에 비추어 볼 때 주요 무기질 공급원으로써 이용가치가 매

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버섯 발효유의 관능검사
버섯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유의 기호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
든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상황 추출물 1% 첨
가구의 경우 색, 향, 조직감 항목에서 가장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영지 추출물 0.5% 첨가구의 경우는 다른 버
섯 추출물 첨가구와 비교하여 첨가량을 절반으로 줄였음에

도 불구하고, 영지 특유의 쓴맛이 강해서 맛과 전체기호도
항목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관능
평가원들이 버섯 특유의 향, 맛 및 색에 익숙하지 않은 점
때문에 전반적인 기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표고 추출물 1% 첨가구의 경우 색, 향, 맛, 조직감, 전체
기호도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4. 버섯 발효유의 항산화 활성
버섯추출물첨가발효유의기능성을검토하기위하여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5. Sensory evaluations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0.0 6.7±1.16 5.6±1.17 5.1±1.29 4.8±1.75 5.3±0.95
Phellinus baumii 1.0 4.7±1.57 5.0±1.05 4.7±1.70 4.3±0.95 5.2±1.23
Ganoderma lucidum 0.5 5.8±1.87 5.1±1.20 4.1±1.37 4.6±0.97 4.1±1.60
Lentinus edodes 1.0 7.0±1.25 6.1±1.52 6.1±1.52 5.5±0.97 5.9±1.66

 All values are mean ± SD (n=10).

는 Fig. 2와 같다. DPPH는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을 갖는
물질로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반응하면 라디칼이 소

거되어 탈색되는 점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Cha and Park, 2001). 먼저 발효 18시
간이 지난 후 DPPH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 13%, 상황 추출물 첨가구 40%, 영지 추출물 첨가구
43%, 표고 추출물 첨가구 34%로 3종의 버섯 추출물 첨가
구 모두에서 대조구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 후 각각 대조구
1.4배, 상황 추출물 첨가구 2.2배, 영지 추출물 첨가구 1.7
배, 표고 추출물 첨가구 2.5배 정도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TS법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자유 라디칼이 시료 내의 항산화 물질로부터 수소를
제공받아 안정한 물질로 변화됨에 따라 라디칼 특유의 청

록색이탈색되는성질을이용한방법이다(Biglari et al., 2008).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
로 발효 전후의 항산화 활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발효 18시간이지난후대조구 17%, 상황추출물첨가구 24%, 
영지 추출물 첨가구 35%, 표고 추출물 첨가구 21%로 영지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

다. 특히 DPPH 방법의 경우, 자유 라디칼을 소거하는 반면,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차이를 가지므로, 두
기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달라져서 발효 전후의 라

디칼 제거 능력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Shin 등(2008)은 스피루리나 첨가 요구르트에서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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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nt activities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from 
triplicate determinations. Ascorbic acid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Table 6. Changes in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at 4℃ for various storage periods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pH

Control 0.0 4.61 4.58 4.55 4.53 4.50 4.48
Phellinus baumii 1.0 4.62 4.59 4.56 4.53 4.49 4.47
Ganoderma lucidum 0.5 4.60 4.57 4.53 4.50 4.47 4.42
Lentinus edodes  1.0 4.59 4.56 4.54 4.52 4.48 4.43

Titratable 
acidity

(%)

Control 0.0 0.87 0.90 0.93 0.96 1.01 1.04

Phellinus baumii 1.0 0.87 0.90 0.94 0.97 1.02 1.06
Ganoderma lucidum 0.5 0.86 0.89 0.93 0.97 1.02 1.07
Lentinus edodes  1.0 0.86 0.90 0.94 0.98 1.02 1.06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08)은 홍삼 추
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따
라서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가 대조구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버섯 추출물에 함유된 polyphenol 화
합물과 flavonoid 성분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저장기간에 따른 버섯 발효유의 품질특성

1) pH 및 적정산도 변화
발효유는 제조 후 저온에서 유통되므로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

의 pH와 적정산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조구와 버섯 추출물 첨가구의 pH는 4.59~4.62에서 15일
저장 후 4.42~4.48로 나타나 저장기간 중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적정산도의 변화는 저장 초기 0.86~0.87
에서 15일 저장 후 1.04~1.06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
다. 이러한 변화는 녹차와 쑥(Bang and Park, 2000), 배양인
삼(Lee and Paek, 2003)을 첨가한 요구르트 등의 보고와 유
사하였으며, 저장기간 중 유산균의 대사활동이 천천히 진
행되고 있어 산의 생성량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발효유는 유산균 활동으로 생긴 유산량과 pH 변화가 주요
품질특성이므로 정상적인 제품의 최적 pH 범위는 3.27~4.59, 
적정산도는 0.72~1.4%의범위로알려져있다(Lee and Hwang, 
2006). 따라서 버섯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의 경우 정상제
품의 pH와 적정산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
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유산균수 변화
발효유에서 유산균의 생균수는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

계가 있고 풍미 등 여러 가지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에서의 생균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저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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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numbers of lactic acid bacteria in fermented milk added with mushroom extracts at 4℃ for various storage 
periods                                                                                              (Unit: CFU/g) 

Ingredients Mushroom 
extracts(%)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Control 0.0 1.3×108 1.3×108 1.2×108 1.2×108 1.1×108 1.0×108

Phellinus baumii 1.0 3.4×108 3.4×108 3.3×108 3.1×108 3.0×108 2.8×108

Ganoderma lucidum 0.5 3.7×108 3.7×108 3.5×108 3.3×108 3.2×108 3.1×108

Lentinus edodes 1.0 1.2×109 1.1×109 1.0×109 9.5×108 8.9×108 8.3×108

따른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의 유산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조구를 포함한 버섯 추출물 첨가
발효유 모두 저장기간 중 유산균의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

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식품공전에서 규정하는
발효유 유산균수 107 CFU/g 이상 및 농후발효유 유산균수
108 CFU/g 이상의 규정 내용과 비교하면 본 실험의 버섯
발효유 유산균수는 4℃에서 15일 동안 적정치 범위 이상인
108 CFU/g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버섯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는 저장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판단된다.

요 약

노년층에 특화된 기능성 발효유를 개발하기 위하여 버섯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 3종(상황, 영지, 표고)을 제조하여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pH는 발효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버섯 추출물 첨가구에서 감소하였고, 적정산도
와 유산균수 변화는 증가하였다. 일반성분 중에서 조단백질, 
탄수화물 및 당류의 함량이 높았으며, 무기질 함량에서는 칼
륨, 칼슘, 나트륨, 니켈, 망간 함량이 버섯 추출물 첨가구에
서 증가하였다. 관능검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얻었지만, 표
고 추출물 1% 첨가구의 경우 색, 향, 맛, 조직감, 전체 기호
도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버섯 추출물 첨가구에서 항산화 활성이 매우 증가하였
으며, 특히 영지 추출물이 첨가된 발효유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른 버섯 발효유의 품질
평가 결과, pH, 적정산도, 유산균수는 품질 변화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영양학적 및 기능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기능성 발효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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