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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은 담자균강 주름버
섯목 느타리과 잣버섯속에 속하는 식용버섯으로

한국에서는 표고(瓢菰), 중국에서는 향고(香苦), 
일본에서는 shiitake, 서구에서는 oak mushroom이
라한다(Kim YJ & Chai JK 2004). 표고버섯은단
백질, 비타민 B군, 무기질등각종영양소를함유
하고있고, 특유의맛과향을가지고있어전세계

적으로많이먹고있는기호식품이다. 또한, 고혈
압 예방효과, 항암효과, 기타 성인병 예방에 효과
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그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Lelik L et al 1999; Minato K 
et al 1999).
표고버섯은수분함량이높고조직이연하여신

선한상태를장기간유지하기어렵고, 주생산시
기가한정되어있어생산된표고버섯의대부분은

열풍또는천일건조방법에의해건조된후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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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건조 표고버섯은 건조 시
부피감소로인한조직의변화와버섯특유의향, 
맛, 색깔등의변화가발생함에따라생표고버섯
에 비하여 품질이 열등하고, 식용으로 조리하기
전수침을통한원형복원시유용성분이용출되어 
영양측면에서의 손실도 크다(Lee SE et al 1991). 
그래서 표고버섯을 신선한 상태로 유통시킬 수

있는방법으로저온저장(Lee KS et al 1997), con-
trolled atmosphere(CA) 저장(Kim DM et al 1989), 
modified atmosphere(MA) 포장(Lee SE et al 1991; 
Han D et al 1992), 예냉처리(Bae NG et al 1995; 
Kim BS et al 1995), 방사선 조사(Akram K et al 
2013)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MA 포장방법이 다른 저장법에 비해 경

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이 이용

되고 있는데, 신선한 표고버섯을 예냉처리한 후
저온에서 MA 포장을 하여도 왕성한 호흡 및 증
산작용에의한결과로, 위조현상과페놀산화효소
에 의한 갈변현상, 곰팡이에 의한 부패현상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보관이 어려우며, 상온에서는
유통기간이 3～4일에지나지않는문제점이있다. 
그래서 포장재 종류나 포장 내의 공기조성 변화

로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Jeong MC et al 2001; Choi MH & Kim GH 
2003; Kim KS et al 2003). 또한, 활성탄, KMnO4, 
zeolite와 같은 선도 유지제를 같이 동봉하여 MA 
포장을하면 첨가하지 않은 것에비해 포장내의

에틸렌가스와이산화탄소농도를감소시켜복숭

아의 선도 유지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고(Oh SY et al 1996), 에틸렌 흡착제와함께
MA 포장을 한 생강의 경우 발아와 부패의 발생
이억제되었고, 외관, 냄새및전반적기호도도좋
게평가되어생강의품질유지에유효한방법임을

보여주기도하였다(Chung HS et al 2010). 이처럼
MA 포장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을 할 때 첨가제를 동봉하는 방법들도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MA 포장을할때포장내에쑥, 인진쑥, 

녹차, 활성탄과같은첨가제를동봉하여표고버섯

의 품질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쑥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첨가제로
(Kim CH 2009), 떡에쑥을첨가하여품질이개선
되는효과를나타내었고, 노화가지연되고균수가
감소하여 저장성이 증가하였다(Jung SH et al 
2012). 인진쑥도쑥추출물중에서총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함량이가장높았고, 항산화능도높
게 나타났다(Kim RJ et al 2012). 녹차는 부패 미
생물에 대해 우수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항산
화능력도 높아서 녹차의 첨가에 의해 빵의 저장

기간을연장시키고, 품질을향상시키는효과를볼
수있었다(Kim CS et al 2003;Kim WM & Lee YS 
(2008)). 활성탄은 미세한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
어흡착력이강하기때문에알코올음료의발효과

정에서 생성되는숙취 원인물질과좋지 않은냄

새성분을제거하는데효과적이었고(Park SK et al 
2010), 항균효과도 가지고 있다(Choi MS & Ahn 
KS 2014). 
버섯은 호흡과 대사작용이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왕성하기 때문에 밀폐용기 내 소포장을

할 경우 산소 부족으로 인한 무기호흡이 빠르게

진행되며, 이과정중에발생되는에탄올(이취원
인 물질)은 상품성을크게 저하시키는 주된 물질
로작용하게된다(Park JN et al 2004). 또한, 버섯
의 향기는 수확 후 저장, 가공 및 건조과정에서
쉽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신선한 한
국산 표고버섯에서는 1-octen-3-ol이 전체 향기성
분의약 74.7%, 건조표고버섯에서는 1,2,4-trithio-
lane이 약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간의경과에따라 1-octen-3-ol이감소한다고하
였다(Hong JS et al 1988). 이처럼 저장기간 동안
발생하는향을분석하게되면표고버섯의신선도

나 품질을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MA 포
장 시 표고버섯과 함께 쑥, 인진쑥, 녹차, 활성탄
과 같은 천연첨가제를 같이 동봉하면 항균, 항산
화작용, 이취성분 제거(탈취효과) 등으로 품질을
유지하면서저장기간을연장시킬수있는지를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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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쑥, 인진쑥, 녹차, 활성
탄의첨가제를생표고버섯과같이 MA 포장하여
저장온도와저장시간에따른향의변화를전자코

로 분석한 후 주성분 분석으로 통계처리를 하여

표고버섯의품질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한

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표고버섯(Lentinus edodes)
은 경기도의 농장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수확한

것을구입한후실험실의저온보관고(5℃)에포장
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MA 포장방법과 더불어 표고버섯의 저장품질
과 탈취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처리방법으로 쑥

(Artemisia princeps, AP), 인진쑥(Artemisia capi-
llaries, AC), 녹차(green tea, GT), 활성탄(activated 
charcoal, CH)을 사용하였다. 먼저 건조시킨 쑥, 
인진쑥, 녹차는블렌더(청계산업, 한국)로분말화
한 후, 일정한 비율의 증류수로 반죽하여 사용하
였다. 쑥과 증류수의 비율은 1:3(w/w), 인진쑥은
1:2(w/w), 녹차는 1:1.5(w/w)로하여묽지않게각
각 구모양의 반죽형태를유지할수 있도록하였

다. 그리고 표고버섯 100 g당 쑥과 인진쑥은 2 g
씩, 녹차와활성탄은 5 g씩플라스틱필름에넣어
포장하였다. 이러한 양은 표고버섯 자체의 향과
첨가제의향을전자코로측정한예비실험에서쑥

과 인진쑥의 강한 향 때문에 첨가제의 양을적게

하였고, 녹차와 활성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첨가하게 되어 이 비율로 정하였다. 

2. 포장 및 저장

먼저외관과크기에의해표고버섯을분류하고, 
무작위로 선택된 양호한 버섯을 폴리에틸렌(po-
lyethylene) 파우치에 100±2 g씩 담아서 저장실험
에사용하였다. 폴리에틸렌파우치는크기가 20 cm 
×30 cm이고, 두께가 45.33 μm인 LDPE(low den-

sity polyethylene) 필름을사용하였다. 인진쑥반죽
과 쑥반죽, 녹차반죽, 활성탄을 플라스틱컵(지름: 
5.5 cm, 높이 3.0 cm)에 담아서 폴리에틸렌 파우
치에끝부분에위치시켜표고버섯과같이보관하

였다. 파우치는 열접착으로 밀봉하여 각각 5, 10, 
20℃의저장고에 저장하였다. 대조구는파우치에
표고버섯만 있는 무처리구(A)로 하였고, 실험구
로는 쑥 처리구(B), 인진쑥 처리구(C), 녹차 처리
구(D), 활성탄 처리구(E)로 하였다. 신선한 생 표
고버섯(F)은 10번씩, 대조구와나머지처리구들은
4번씩 반복실험을 하였다.

3. 실험방법

1) 전자코 분석

본실험에서사용한전자코(odor meter ver 2.2)
는 (주)한빛인스트루먼트(Seoul, Korea)에서제조
한 것으로 각각 6개의 metal oxide sensor가 사용
되었다. 센서의 특징은 <Table 1>과 같고, 센서
1084CT/24는 Capteur(Bolton, UK)에서, 나머지 5
개의 센서는 Figaro(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
다.
표고버섯의향분석을위한전자코용실험장치

는 습도가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실리카겔을넣은유리관(air filter)을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공기의 습도를 차단하였다. 
시료병(325 mL)의 테프론 마개는 마개의 냄새가

Sensor No. Sensor model Specification

1 TGS826 Amine compound

2 1084CT/24 Hydrogen sulfide

3 TGS842 Methane

4 TGS2620 Solvent vapors(alcohol)

5 TGS2610 Combustible gas

6 TGS2600 Air contaminant

<Table 1> Metal oxide sensors in the electronic 
nose used in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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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영향을주는것을막기위해향성분을흡

착하지 않는 향기 분석용 비닐(PE, Yongjin, Se-
oul, Korea)을 사용하여 테프론 마개를 포장하여
사용하였다. 
표고버섯의향을측정하기위한전자코의조건

으로데이터수집시간(sampling time)은 0.1초, 가
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센서에 흡착한 이물질 제

거시간(heater cleaning time)은 10초, 신선한공기
에 의한 충전 시간(purging time)은 20초로 하였
고, 센서의 안정화를 위한 시간(tunning time)은
600초 이내로, 센서 이물질 제거시의 동작 전압
(cleaning voltage)은 6 V, 정상상태에서의동작전
압(normal voltage)은 5 V, 신선한 공기에 센서를
노출시켰을 때의 분석시간(Rair measuring time)은
10초로 하였다. 센서가 표고버섯의 향과 반응시
의 분석 시간(Rgas measuring time)은전자코로 시
료를 측정할 때 전자코의 저항비율값이 가장 낮

았을때의시간으로정하였다. 전자코의저항비율
값은공기저항값(Rair)에대한시료휘발성물질의
저항값(Rgas)의 비율, 즉 Rgas/Rair로 표현하였다.

Ratio of resistance=Rgas/Rair

그래서전자코의센서가표고버섯의향과반응

하는분석시간(Rgas measuring time)은저항비율값
이가장낮은 180초로정하였다. 시료측정후튜
브에잔류하는향의제거를위해 air pump를사용
하였으며, 잔류하는향의확인은전자코로측정하
여 저항비율값이(Rgas/Rair) 0.99 이상까지 세척하
였다. 

2)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ultivariate Statistical Ana-
lysis Program(MVSAP, version 3.1)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을 하였다. 전자코에 내장된 센서 6개에 감지된
휘발성 성분의 저항비율값(Rgas/Rair)을 입력한 후
MVSAP를 이용하여 기여율(proportion), 제1주성
분 값, 제2주성분 값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자코 분석

1) 저장온도의 영향

표고버섯(Lentinus edodes)을 쑥(Artemisia prin-
ceps, AP), 인진쑥(Artemisia capillaries, AC), 녹차
(green tea, GT), 활성탄(activated charcoal, CH)과
함께 MA 포장을한후 5, 10, 20℃에서저장하여
저장기간 동안 각기 다른 온도에서 변화하는 휘

발성성분을 6개의 metal oxide 센서가 장착된전
자코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1>은 첨가제

와 동봉하지 않고 MA 포장한 표고버섯(대조구, 
A 처리구)을각각 5, 10, 20℃에서저장하면서저
장시간별로전자코로측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

다. 신선한 공기가 흡입되었을 때의 센서의 저항
값과향기성분또는이취성분이주입되었을때의

저항값 간의 비율값(ratio of resistance)이 낮을수
록 표고버섯의 휘발성분과 센서가 반응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모든 처리구에서 1번
센서가 가장 낮은 저항비율값을 나타내었고, 2번
센서의저항비율값에변화가가장적었다. 대조구
(A 처리구)를 5℃에서저장하였을 때는저장 6일
까지 비슷한 저항비율값을 나타내어 신선도가 6
일까지는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고, 10℃와 20℃
에서저장하였을때각각저장 2일과 1일전에신
선한표고버섯의저항비율값보다낮게나타나, 품
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Ku KH 등
(2002)은등급별 생 송이버섯을전자코로 분석한
결과, 등급별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나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냉동온도를다르게저장한등급별송
이버섯은분별화되는경향을보여주었다고하여

MA 저장시표고버섯의저장온도가품질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서로

일치하였다.

2) 첨가제의 영향

<Fig. 2>는 표고버섯을 쑥, 인진쑥, 녹차,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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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ratio of resistance of sensors 
in the electronic nose to volatile compo-
unds of Lentinus edodes stored at 5, 10 
and 20℃ with treatment A(control),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
ment), ● ; sensor 1, ○ ; sensor 2, ■ ; 
sensor 3, □ ; sensor 4, ▲ ; sensor 5, △ ; 
sensor 6.

탄과 같은 첨가제와 같이 동봉한 후 MA 포장하
여 5℃에서저장하면서향 변화를 전자코로 분석
한 결과이다. 저장 0일은 MA 포장을 하지 않은
신선한 표고버섯을 나타내는데, 2번과 3번 센서
가저항비율값이가장높았다. 저장 3일째 3번센
서의 저항비율값을 비교하였을 때 대조구(Fig. 1, 
5℃)가가장높았고, 쑥처리구(B), 활성탄처리구
(E), 인진쑥 처리구(C) 순이었으며, 녹차 처리구
(D)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첨가제를 동봉한
처리구들이모두낮은저항비율값을나타낸것은

표고버섯 자체 향에 첨가제의 향이 상호작용한

결과로보인다. 저장 6일째저항비율값이가장낮
은 1번센서로비교하였을때대조구와쑥처리구
(B)가 가장 높았고, 인진쑥 처리구(C), 녹차 처리
구(D), 활성탄처리구(E) 순이었다. 저장 6일째활
성탄처리구(E)는 2번센서를제외한모든센서의
저항비율값이가장낮아서, 대조구와다른처리구
가 9일째에 비슷하게 낮은 저항비율값을 보여주
는 것과 비교하여 활성탄에 의한 표고버섯의 품

질유지효과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Park SK 
등(2010)은 알코올 발효과정 중이취성분을 제거
하는데활성탄의효과가크다고하였는데, 활성탄
을동봉하여 MA 포장한표고버섯에는큰효과를
보지 못해 대조를 이루었다.
  <Fig. 3>의 위쪽 두 그림은 10℃에서 첨가제를
달리하여 MA 포장한 표고버섯을 전자코로 분석
한 결과로, 저장 2일차 3번 센서의 저항비율값을
비교하면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가
가장높아선도유지효과를볼수있었다. 쑥처리
구(B)가 그 다음이었고, 대조구와 인진쑥 처리구
(C)의순이었다(data not shown). 10℃에서저장하
였을 때 3번 센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센서의 저
항비율값이 저장 2일까지 신선한 표고버섯과 비
슷한 저항비율값을 보여주었고, 저장 4일부터는
신선한 표고버섯의 저항비율값보다 낮은 저항비

율값을보여주어, 처리구에따른이취발생억제효
과가 미미하고, 품질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함을알 수있었다. <Fig. 3>의아래쪽 두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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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ratio of resistance of sensors in the electronic nose to volatile compounds of Lentinus 
edodes stored at 5℃.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 sensor 1, 
○; sensor 2, ■; sensor 3, □; sensor 4, ▲; sensor 5, △; sensor 6. 

20℃에서 저장한 녹차처리구(D)와 활성탄 처
리구(E)를 전자코로 분석한 결과인데, 저장 1
일부터 대조구(Fig. 1, 20℃)와 같이 낮은 저항
비율값을 보여주어, 첨가제에 따른 표고버섯

의 선도유지효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Lee LS 등(2008)은녹차를첨가하여재배한팽

이버섯을 전자코를 이용하여 향기패턴을 분석한

결과, 녹차첨가에의해머무름시간 3초와 6초사
이에 새로운 peak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녹차 10% 첨가구에서는뚜렷한향기의변화가있
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하여녹차를첨가함

으로써기존에없었던새로운휘발성향기성분이

팽이버섯의 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러한효과를위하여첨가제를동봉하였
는데, 5℃에서는 활성탄처리구(E)가 6일 후부터, 
대조구와 나머지 처리구는 9일후부터품질에변
화가 발생하여 활성탄 처리구가 이러한 효과를

주는데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10℃에서는 저장
2일까지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가
대조구에 비해 저항비율값이 높아 품질유지효과

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에 저장 시 첨가제를
동봉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저장온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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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atio of resistance of sensors in the electronic nose to volatile compounds of Lentinus 
edodes stored at 10 and 20℃.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 sensor 1, ○; sensor 
2, ■; sensor 3, □; sensor 4, ▲; sensor 5, △; sensor 6.

질수록센서의저항비율값이빨리감소하는것으

로 나타나, 저장온도가 버섯의 이취 발생에 많은

영향을미치고있고, 첨가제처리효과가나타나기

전에 이미 품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2. 주성분 분석

첨가제를 동봉하여 MA 포장을 한 표고버섯을

저장하였을 때저장 중발생하는이취 성분의 최

소화를조사하기위해저장온도와저장기간, 첨가

제에 따른 6개센서의 저항비율값을 변수로 하여

표고버섯의향성분을주성분분석으로통계처리

하였다.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은주어진데이터를통계적으로최대한설명하고

자 상호관계가 있는 변수들과 각 변수들의 가중

치로 이루어진 선형관계식으로 많은 변수로부터

몇 개의 주성분을 산출,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Noh BS & 
Lee DS 1996). 따라서표고버섯의주요성분을 분
석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 아니라, 전자코로 측
정된데이터를가지고통계분석하여새로운데이

터를 만들어낸 것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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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장온도와 저장시간의 영향

<Fig. 4>는 5℃에서저장한 표고버섯의전자코
측정값을주성분분석한결과이다. 저장한표고버
섯의 저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1주성분 값이
정(+)의 점수에서 중앙(0)을 지나 부(—)의 작은
점수값으로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에
서 화살표로 표현한 것처럼 제1주성분 값이 +값
에서 —값으로감소한다는것은 저장기간이 증가

하면서 향성분이 변화함을보여주어, 표고버섯의
품질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주성분 분석
을 한 결과, 모두 제1주성분 값의 기여율(0.795～
0.813)이 높은 값을 나타내어, 제1주성분 값으로
자료전체를대표하는정보로서의가치가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제2주성분 값의 기
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표고버섯의 품질을 설

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한 표고버섯은 저장 0일(●)로 표현하였고, 

점선의 원처럼 제1주성분 값이 비슷하다면 신선

<Fig.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Lentinus edodes stored at 5℃.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ment),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 0 day, ○; 3 days, ■; 6 days, □; 9 days, ▲; 12 days, △; 15 
days, ▼; 18 days. 

한표고버섯의품질을유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대조구(A)에서는 6일까지품질을유지하였고, 쑥
처리구(B)와 인진쑥 처리구(C)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
리구(E)는 6일의 제1주성분 값이 신선한 표고버
섯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장성 향상

을 위해 첨가한 녹차와 활성탄의 효과가 미미함

을 보여주었다. Lee EK 등(2007)은느타리버섯의
이취를최소화하기위해 MA 포장시첨가제를사
용한 결과, 쑥과 인진쑥의 강한 향은 느타리버섯
의이취를줄일수있었고, 녹차와활성탄도이취
로 알려진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흡수하여

이취를감소시켰다고하였는데, 쑥과인진쑥의경
우에는비슷한결과를보여주었지만, 녹차와활성
탄의경우는느타리버섯과같은효과가표고버섯

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5>는 첨가제를 달리하여 10℃에서 저장

한 표고버섯의 주성분 분석결과이다. <Fig.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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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Lentinus edodes stored at 10℃.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ment),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 0 day, ○; 2 days, ■; 4 days, □; 6 days, ▲; 8 days, △; 10 
days, ▼; 12 days. 

마찬가지로저장일수가증가함에따라제1주성분
값이 +값에서 —값으로 이동하는 것을 화살표로
표현하였고, —값으로 이동할수록 품질변화가 나
타남을 보여주었다. 모든 실험구에서 저장 0일의
신선한표고버섯(●)과 4일 후의 표고버섯(■)의 제
1주성분값에차이가확실히 나기때문에품질에
차이가 난다고 가정한다면, 녹차 처리구(D)와 활
성탄 처리구(E)가표고버섯의품질유지에효과가
있었고, 쑥처리구(B)와인진쑥처리구(C)가대조
구(A)보다는 약간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Fig. 6>은 20℃에서 저장하였을 때의 주성분
분석결과인데,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구와마찬가
지로 첨가제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Lee KS 등
(1997)은표고버섯의호흡률을측정한결과, 온도
의상승에따라호흡률이증가하였고, 20℃에서의
호흡률이 551.4 mg CO2/kg/hr, 10～20℃ 사이에서
의 Q10값이 2.79로 측정되어 온도변화에 따른 대

사율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

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첨가제를 동봉하여 처
리하여도 높은 저장온도에서 품질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첨가제와 저장시간의 영향

<Fig. 7>은저장일수에 따라저장온도 5℃에서
신선한표고버섯(F)과 첨가제 처리구간의차이를
PCA로 분석한결과이다. 저장 3일에서는 신선한
표고버섯(F)과무첨가 MA 포장처리구(A)가높은
제1주성분 값으로 나타내어 좋은 품질을 유지하
고 있었고, 다른 처리구들은 품질이 저하되는 것
으로나타났다. 저장 6일에는신선한표고버섯(F)
과 대조구(A), 쑥 처리구(B)와 인진쑥 처리구(C)
가 비슷한 제1주성분값으로분석되어신선한품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녹차(D)와
활성탄(E) 처리구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Song HN(2013)은 발효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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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Lentinus edodes stored at 20℃.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ment),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 0 day, ○; 1 days, ■; 3 days, □; 5 days. 

인진쑥과약쑥을전자코를이용하여휘발성향기

성분의패턴을비교분석한결과, 약쑥과인진쑥의
향기 패턴이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일부 피크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 두 쑥의 냄새가 미묘하지
만 다른 냄새로 인식됨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에
서 쑥과 인진쑥을 첨가하여 5℃에서 MA 포장을
한 표고버섯의 품질이 유지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있었지만, 쑥과인진쑥두처리구간의차이
를분별하기는어려웠다. 9일후부터는대조구(A)
가다른처리구보다제1주성분값이가장적어첨
가제를 동봉한 처리구의 효과를 보는 듯 하였으

나그정도가미미하고, 15일이후에는신선한표
고버섯(F)에 비해 모두실험구의 제1주성분 값이
낮아지어 모두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10℃와 20℃에서 생 표고버섯(F)과

첨가제를 동봉하여 MA 포장한 표고버섯을 PCA
로 분석한 결과이다. 10℃의 저장 2일에는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가 신선한 표고버

섯(F)과비슷한제1주성분값을보여주어, 대조구
(A)보다 품질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저장 4일 이후에는 신선한 표고버섯(F)에
비해모든 실험구가낮은제1주성분값을 보여주
어품질저하를보여주었고, 처리구간에도차이
가없어 4일이후에는첨가제를사용한효과가없
음을 알 수 있었다. 20℃에서 1일 저장한 표고버
섯을 PCA로분석한결과에서도첨가제를사용한
효과를 볼 수 없어서 저장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고버섯의 이취발생이 많아져서 첨가제로 처리

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쑥 처리구(B)와 인진쑥 처리구(C)는 5℃에서,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는 10℃에서
저장할 때 이취 발생을 줄이고, 선도를 유지하는
효과를보여주었고, 20℃에서저장할때는첨가제
를 넣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Hong EJ 등
(2009)은전자코를 이용하여 생선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틸아민과쌀뜨물을결합시켜이취제거효

과를보았고, Han KY 등(2000)은 DHA를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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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Lentinus edodes stored at 5℃ during the different storage times.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ment),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F: Fresh mushroom.

로캡슐화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되었는지를 DHA
의향을전자코로측정하여확인할수있었다. 이
런 연구들은 모두 전처리과정 없이 간단, 신속하
게 전자코로 측정할 수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다양한첨가제를동봉하여 MA 포장을하는버섯
들의선도유지, 이취제거와같은품질관리에앞으
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요약 및 결론

표고버섯을 쑥, 인진쑥, 녹차, 활성탄과 함께
MA 포장을한후 5, 10, 20℃에서저장하여 저장
기간 동안 변화하는 휘발성 성분을 6개의 metal 
oxide 센서가 장착된 전자코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1번 센서가 가장 낮은 저
항비율값을 나타내었고, 2번 센서의 저항비율값
에 변화가 가장 적었다. 

5℃에서저장 6일째의표고버섯의향을전자코
로분석하여 저항비율값이가장낮은 1번센서로

비교하였을때 대조구와쑥 처리구(B)가 가장 높
았고, 인진쑥 처리구(C), 녹차 처리구(D), 활성탄
처리구(E) 순이었다. 저장 6일째 활성탄 처리구
(E)는 2번센서를제외한모든센서의저항비율값
이가장낮아서, 대조구와다른처리구가 9일째에
비슷하게낮은저항비율값을보여주는것과비교

하여활성탄에의한표고버섯의품질유지효과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10℃에서 첨가제를 달리하여 MA 포장한 표고

버섯을 전자코로 분석한 결과, 저장 2일차의 3번
센서의저항비율값을비교하면녹차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가 가장 높아, 선도유지 효과를
볼수있었다. 저장 4일부터는신선한표고버섯의
저항비율값보다 낮은저항비율값을보여주어, 처
리구에따른이취발생억제효과가미미하고, 품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0℃에서 저장한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
리구(E)를 전자코로 분석한 결과, 저장 1일부터
대조구와같이낮은저항비율값을보여주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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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Lentinus 
edodes stored at 10 and 20℃ during the 
different storage times.

        A: control(MAP mushroom without treat-
ment), B: MAP mushroom with Astemisia 
princeps dough, C: MAP mushroom with 
Astemisia capillaries dough, D: MAP mu-
shroom with green tea dough, E: MAP 
mushroom with charcoal, F: Fresh mu-
shroom.

제에따른표고버섯의선도유지효과를비교할수

없었다. 저장온도가높아질수록전자코의저항비
율값이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섯의 이
취발생에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알 수 있었

고, 첨가제 처리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품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첨가제를 동봉하여 MA 포장한 표고버섯을 주

성분분석으로분석한결과, 표고버섯의저장일수
가증가함에따라제1주성분값이정(+)의점수에
서중앙(0)을지나부(—)의작은점수값으로감소
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5℃에서저장한경우, 대
조구(A)에서는 6일까지품질을유지하였고, 쑥처
리구(B)와인진쑥 처리구(C)도 비슷한 결과를보
여주었으나,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
는 신선한 표고버섯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

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한 녹차와 활

성탄의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10℃에서 저장한 표고버섯의 주성분 분석결과

에서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이 표고
버섯의 품질유지에 효과가 있었고, 쑥 처리구(B)
와 인진쑥 처리구(C)가 대조구(A)보다는 약간의
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에서저장하였
을 때의 주성분 분석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
구와 마찬가지로 첨가제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5℃에서 신선한 표고버섯(F)과 첨가제 처리구
간의 차이를 PCA로 분석한 결과, 저장 3일에서
는무첨가 MA 포장처리구(A)가, 저장 6일에는쑥
처리구(B)와인진쑥 처리구(C)가높은제1주성분
값으로분석되어신선한표고버섯과비슷한품질

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에서 2일간 저장한 표고버섯을 PCA로 분

석한결과, 녹차처리구(D)와활성탄처리구(E)가
신선한 표고버섯(F)과 비슷한 제1주성분 값을 보
여주어 대조구(A)보다 품질 유지에 효과가 있음
을 보여주었다. 
쑥 처리구(B)와 인진쑥 처리구(C)는 5℃에서, 

녹차 처리구(D)와 활성탄 처리구(E)는 10℃에서
저장할 때 이취발생을 줄이고, 선도를 유지하는



저장온도, 시간, 천연첨가제에 따른 표고버섯의 향 변화 247

효과를보여주었고, 20℃에서저장할때는첨가제
를 넣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온에서 MA 
포장시생표고버섯과함께쑥, 인진쑥, 녹차, 활
성탄과같은천연첨가제를같이동봉하면첨가제

의항균, 항산화작용, 이취제거(탈취효과) 등으로
첨가제를넣지않은 MA 포장된생표고버섯보다
품질을유지하면서저장기간을연장시킬수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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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저장시간과 저장온도 및 천연첨가제를 달리하

여 저장한 표고버섯의 향 변화를 6개의 metal 
oxide 센서가 장착된 전자코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MA 포장을한표고버섯의품질을유지하기
위하여쑥, 약쑥, 녹차와활성탄의네가지천연첨
가제를사용하였다. 표고버섯은각처리구마다폴
리에틸렌 필름으로 포장하였고 5, 10, 20℃에서
저장하였다. 저장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자
코의 저항비율값과 제1주성분 값이 감소하였는
데, 이것은 높은 온도와 저장시간이 길수록 버섯
의 품질이 낮아짐을 나타낸다. 표고버섯을 전자
코와 주성분 분석(PCA)을 한 결과, 쑥 처리구(B)
와 인진쑥 처리구(C)는 5℃에서, 녹차 처리구(D)
와 활성탄 처리구(E)는 10℃에서 저장할 때 이취
발생을줄이고선도를유지하는효과를보여주었

다. 그러나 20℃에서는 대조구(A)와 처리구 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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