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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버섯은 분류학상 균류(Fungi)중 진균류(Eumycetes)에 속하
며, 대부분 담자균류(Basidiomycetes)의 일종으로 독특한 향
과 맛을 가지고 있어서오래전부터 식품으로서이용되어 왔

다(Wasser, 1997; Zhang et al., 2007). 버섯(mushroom)은 일반

적으로 독성이 없고 식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약 20,000 
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특성에 관해 알려져 있
는 것은 10%에 불과하다(Lindequist et al., 2005). 일반적으로
식용버섯은 수분이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각종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핵산 등 영양성분
이 풍부하고,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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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teolytic enzymes in Letinus edodes 
powder which has the ratio of 0%, 2%, 4%, and 8% on the tendernes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beef. Beef eye of rounds were marinated in distilled water (Control), 2% L. edodes (L2), 4% L. 
edodes (L4), and 8% L. edodes (L8). As a result, the enzyme activities have shown to have higher 
activity (p<0.001) as the amount of freeze-dried Letinus edodes powder increased. The pH and 
color of the meat were slightly different between the C (control) group and the sample groups. The 
cooking loss showed the lowest value of control (p<0.01), and water holding capacity showed the 
highest value of L8. Furthermore, the sample groups exhibited lower shear force values compared 
with the control (p<0.05). L4 and L8 showed muscle proteolytic effects compared with the control. 
In case of sensory evaluation, L4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alues in terms of color (p<0.05), 
flavor (p<0.01), taste (p<0.01), tenderness (p<0.01), juiciness (p<0.01), and overall acceptance (p< 
0.01).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 that adding of 4% around freeze-dried Letinus 
edodes powder may be the best optimization ratio for sensory character and tenderization of the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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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서도 버섯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이 항암작용, 
항산화 효과, 항돌연변이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항균
성, 항종양 작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체기능 조절작용 등
의 약리 효과가 보고되어왔다(Cheung et al., 2003; Kim et al., 
2001; Lee et al.,1997). 
식용버섯 가운데 표고버섯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소비자

들에게 우수한향미와 식감으로 육류와 함께 많이 조리되어

섭취되고 있다. 표고버섯에는 항균 및 항산화 물질로서 다
양한 기능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
출 수 있는 활성성분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및 항암 작용
을 하는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관
심을받고있다(Cheung et al., 2003; Choi et al., 1994; Yamasaki 
& Suzuki; 1978; Zhang et al., 2007). 최근 Kim(2013)의 연구
결과에서 표고버섯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육의 연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식육
의 연도는 식육의 관능특성 중 하나로, 국내외 소비자들이
육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다양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Hwang et al., 2003; Koohma-
raie, 1996; Koohmaraie et al., 2002), 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체의 온도처리, 골반골현수법, 전기자극 및 열대식물에서
추출한 효소를 이용한 연육제 첨가 방법 등이 개발되어 사

용하고 있다(Douglas et al., 1973; Kim et al., 2010; Olsson et 
al., 1994). 하지만 대형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열대과일에서
추출한 수입산 육류 연화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육의 과
다연화로 소비자들에게 풍미나 기호도에 만족할 만한 효과

를 얻고 있지 못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육제 첨가

방법이 필요하다(Bae et al., 2002).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급육으로 인식되어 있는 소
고기는 근섬유가 가늘며 결체조직 함량이 낮고, 마블링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소
고기의 부위별로 소비량과 선호도의 차이가 크다. 특히 홍
두깨살은 소의 뒷다리 안쪽 우둔살 옆에 긴 원통 모양의 마

블링이 거의 없는 살코기 덩어리로 고기의 결이 다소 거칠

어서 육포나 장조림처럼 습열조리를 해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연도의 증진이 효
과적으로 필요한 부위이다. 더불어 표고버섯은 최근 소비자
들의 관심인 건강위주의 식단에 부합되는 건강기능성이 확

보된 식품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축산식품에 이용한다면 표
고버섯의 기능성과 축산식품의 기호성이 확보된 식품 개발

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고버섯의 단백분해효소를 이용한 육
질 변화 자료 및 관능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는 거의 연구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생리활성성분및 단
백질분해효소를 함유한 표고버섯을 이용하여 첨가량에 따

른 우육의 연도 증진 효과 및 이에 따른 관능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건강기능성이 확보된 우육의 풍미 증진에 필요한

최적의 첨가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처리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재료 표고버섯(국내산)은 신선제품을 사용
하였으며, 소고기(한우-거세, 1등급, 홍두깨살)는 냉장육으
로 국내 E-대형마트에서 정상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시료제조 및 처리조건

2.2.1. 시료제조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하고 0.3 mm로 얇게 slice 해서
deep freezer(Refrigerants DF-8510, Ilshin Lab Co., Korea)를 이
용하여 -71℃에서 24시간 동안 예비 동결한 후 동결건조기
(Model FD-5518, Ilshin Lab Co., Korea)를 사용하여 -50℃에
서 48시간 진공 동결 건조시켰다. 또한 진공 동결 건조시켜
수분이 제거된 표고버섯 시료를 분쇄기(Food mixer, Hanil 
Co., Korea)를 사용하여 가루로 분쇄한 후 30 mesh 체에 3회
내려 분말로 만들어서 -21℃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시료
로 사용하였다. 

 
2.2.2. 처리 조건
처리를 위해서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다양하

게 예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단백질분해 효소의 활성에 따
른 우육의 연도 및 육질변화의 추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

었던 표고버섯분말 2%, 4%, 8%로 선정하였다. 이에 냉장우

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the bovine se-
mitendinosus muscle treated with Letinus edodes powder

Sam-
ples1)

Ingredients

D.W
(mL)

Letinus edodes powder
(g)

Beef eye of round
(g× 3pcs)

C 100 0 30

L2 100 2 30

L4 100 4 30

L8 100 8 30

1)C : Control was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treated only D.W.
L2 : L2 was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treated by 2 g 

freeze drying Letinus edodes powder.
L4 : L4 was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treated by 4 g 

freeze drying Letinus edodes powder.
L8 : L8 was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treated by 8 g 

freeze drying Letinus edodes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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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홍두깨살은 3 × 3 × 3 cm3의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동결

건조한 표고버섯분말 2%(w/v), 4%(w/v), 8%(w/v)를 증류수
와 함께 공기가 통하지 않는 polyethylene bag에 침지하였다. 
시료는 냉장온도 4℃에서 48시간 침지한 후 표고버섯에 함
유한 단백질분해효소에 따른 우육의 육질변화를 분석하였

다(Naveena et al., 2004). 동결건조한 표고버섯분말 처리구의
육질은 48시간 침지한 후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증
류수에 48시간 침지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3. 실험 방법

3.1. 조효소 추출 및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도 측정

3.1.1. 조효소 추출

동결건조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표고버섯분말은 증류수

20 mL에 표고버섯분말 각각 2%(w/v), 4%(w/v), 8%(w/v)를
첨가하여 shaking incubater에서 37℃, 140 rpm의 조건으로 30
분간 추출한 뒤 cheese cloth로 여과하였다. 또한 cheese cloth
에서 여과된 여과액을 5,500 rpm, 4℃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분리하여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Cho et 
al., 1994).

3.1.2. 효소 활성도 측정

표고버섯분말 각각 2%(w/v), 4%(w/v), 8%(w/v)를 첨가한
각각의 조효소액 1mL를 시험관에 취하고, pH를 7로 조정한
0.6% casein 용액 5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혼합하여 10분간
37℃ 항온수조에서 반응시킨 후, 0.44M Trichoroacetic acid 
(TCA) 5 mL를 넣어 반응을 중지시키고 항온수조 내에서 30
분간 방치시켰다. 또한 침전이 완료되면 Whatman(#4)으로
여과하여 여액 1 mL를 0.55 M Na2CO3 용액 5 mL와 Folin 
시약 1 mL를넣어서혼합한후 30℃에서 30분간방치시키고, 
66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2. 육질 측정

3.2.1. pH 측정

시료의 pH는 침지된 우육 5 g을 취하여 증류수 20 mL와
혼합한 후 균질(6,000 rpm, 40 sec; Ace Homogenizer AM-8, 
Nissei Co., Japan)하였다. 5분간 정치한 후 portable pH meter 
(Model 290A, Orion Research Inc., USA)로 측정하였다.

 
3.2.2. 육색 측정

육색의 경우 색도는 색차 색도계(Chroma meter CR-2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
을측정하였다. 육색의측정부위는서로 다른시료 3개를 가

지고 서로 다른 3면 이상을 9회 반복 측정한 수치들의 평균
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calibration plate는 L값이 94.50, 
a값이 0.3032, b값이 0.3193이었다.

3.2.3. 보수력 측정 

보수력 측정방법은 침전이 끝난 10 g의 시료를 Daunce 
homogenizer(7727-40, Pyrex, USA)를이용하여 분쇄한 후, 0.6 
M NaCl 15 mL를넣고 1분간균질시켰다. 이후 4℃에서 15분
간 방치한 후다시균질후 원심분리(3,000×g, 4℃, 25 min)하
였다. 원심분리후상등액의부피를측정하였다(Hamm & Dea-
therage, 1960). 보수력은 첨가한 NaCl 15 mL에서 상등액의
부피를 뺀 값에 1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3.2.4. 가열감량 측정

가열감량은 시료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polypropylene bag
에 넣어 85℃의 water bath에서 심부온도가 75℃가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 이후 시료를 water bath에서 꺼낸 후 ice slurry에
서 식히고, 냉각 조건(4℃)에서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방치하
였다. Polypropylene bag에서 꺼낸 시료는 표면의 수분을 압
지로 빨아들이고 무게를 측정한 후, 가열을 통해 최초 무게
에서 손실된 함량을 %로 표시하였다. 

3.2.5. 전단력 측정

시료를 수분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 polyethylene bag에 넣
고,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polyethylene bag과 시료 표면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이후 water bath 넣고 심부온도가
75℃가 될 때까지 가열하고, 가열이 완료된 후에 찬물에서
시료를 냉각시킨다. 전단력 측정을 위해 각 처리구당 근섬
유의 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직경 1.27 cm의 원기둥 모양으
로 9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또한 texture analyser(TA-plus, 
Lloyd Instruments Ltd. England)에 Warner-Bratzler shear 장치
를 장착하여 시료의 근섬유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9회
반복 측정하였다. 

3.3. 기호도 검사 

기호도검사는 조리전공자학생남녀 30명을 대상으로실
시하였다. 시료는 48시간 침지한 우육을 공기가 통하지 않
는 polypropylene bag에 넣어 90℃의 water bath에서 심부온도
가 73℃가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 이후 시료를 water bath에
서 꺼낸 후, 시료는 표면의 수분을 압지로 제거하여 1 × 1 × 
2 cm3으로 절단하여 제공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시료번호를 적은 백색접시에 제공했으

며, 평가하는 시료와 시료 사이에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
도록 하였다. 외관(colar), 향(aroma), 풍미(flavor), 맛(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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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즙성(juiciness), 연도(tenderness)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
all acceptance)에 대하여 관능적 특성을 잘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호는 9점 평점법
으로 하였다(1점 : 대단히 싫어한다, 5점 : 보통, 9점: 대단히
좋아한다).

3.4.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SPSS 19.0 프로그램을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분산분석(ANOVA)과 p<0.05 수준에서 Dun-
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표고버섯의 효소 활성도

동결건조 후 표고버섯분말의 첨가량의 따른 단백질분해

효소 활성(pH 7.0, 30℃)을 비교 분석하였다(Table 2). 본 실
험에서는 Kim 등(2011)의 방법을 이용하여, 증류수 20 mL에
동결건조한 표고버섯분말 2%, 4%, 8%의 효소활성도를 측정
한 결과 표고버섯분말 2% 첨가군이 56 unit, 4% 첨가군 117 
unit, 8% 첨가군은 223 unit로 표고버섯 첨가량이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표고버섯분말 8% >
4% > 2% 첨가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 등
(2008)의 능이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분해효
소 활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4.2.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에 따른 육질 변화

4.2.1. pH 측정

우육의 pH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표고버섯 첨가량
에 따라 처리한 우육의 pH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증류
수에 침지한 대조군 우육의 pH는 5.3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났다. 표고버섯분말 2%, 4%, 8% 첨가한우육의 pH는각
각 5.39, 5.49, 5.53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높은 값을

Table 2. Enzyme activity after freeze-drying of Letinus 
edodes powder (unit/mL)x10-3

Letinus edodes powder(w/v) Enzyme activity(Unit/mL)

2%  56±4.7a1)

4% 117±3.8b

8% 223±9.53c

F-value 166.991***

1) Mean±S.D. *** p<0.001.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pH of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Samples1) pH

C 5.30±0.8a2)

L2 5.39±0.03b

L4 5.49±0.06c

L8 5.53±0.16c

F-value 116.400***

1) Refer to the legend of Table 1.
2) Mean±S.D. *** p<0.001.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나타내 표고버섯분말 8% > 4% > 2% >대조군 순으로 표고
버섯 분말 처리구와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차이를 보였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표고버섯가루와 지방대체재를 첨
가한 저지방 소시지의 품질특성(Bang et al., 2015) 연구에서
도 표고버섯첨가량이증가할수록 pH가다소증가한 실험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 사용한 표고버
섯 pH의 값이 6.63으로 표고버섯 첨가량에 따라 우육의 pH 
변화에 약간의 영향을준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4.2.2. 육색 측정

육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도는 처리구의
표고버섯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냈는

데 ,대조군이 59.29, 표고버섯 처리구 2%, 4%, 8% 값이 각각
57.01, 54.90, 50.41로 대조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밝은 값을
나타냈다(p<0.001). 또한, 표고버섯 처리구 2%>4%>8%로 순
으로첨가량이 증가할수록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 

Table 4. Color value of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Samples1)
Hunter's color value

L a b

C 59.29±0.87a2) 8.18±0.65a 4.84±0.52a

L2 57.01±0.80b 6.23±1.15b 6.55±0.42b

L4 54.90±0.66c 6.21±1.06b 7.32±0.30b

L8 50.41±1.89d 5.32±0.43b 8.22±1.61c

F-value 21.102*** 5.626** 26.352***

1) Refer to the legend of Table 1.
2) Mean±S.D. ** p<0.01, *** p<0.001.
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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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이는 Lee(2017)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육의적색도의 경우, 다른시료들에 비하여 대조군이 8.18

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1). 표고버섯
처리구 2%, 4%, 8% 값이 각각 6.23, 6.21, 5.32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지만, 첨가군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황색도의 경우에는 대조군 값이 4.84로 유의
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p<0.001), 2%, 4%, 8% 
표고버섯 처리구 값이 각각 6.55, 7.32, 8.22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은 값을 보여 Aum과 Chung(2017)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선육은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에 따라 육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에 유의적으로 다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표고버섯 고유의 색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2.3. 가열감량 및 보수력 측정

가열감량과 보수력 측정은 Table 5와같다. 가열감량은침
지된 시료를 가열한 후 측정하였으며, 우육의 가열감량은
대조군이 29.28이고, 표고버섯 2%, 4%, 8% 처리구 각각

33.58, 34.35, 36.52로 대조군이 표고버섯 처리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0.001) 표고버섯 2%, 4%, 
8% 처리구들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육의 보수력 차이는 저작 시 조직의 부드러운 정도와

다즙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보수력을 지닌
식육은 저작 시 유연함을 느끼게 된다(Warner et al., 1993; 
Kauffman et al., 1999). 보수력 측정결과, 대조군은 3.15, 표고
버섯 2% 처리구는 3.79로 두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또한 표고버섯 4% 첨가군은 4.33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보수력이 높게 나타났으며(p<0.01), 표고버섯
8% 처리구 값이 4.74로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시료들 가운
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1). 이와 같은 표고버섯

Table 5. Cooking loss and WHC of the bovine semi-
tendinosus muscle

Samples1) Cooking loss(%) WHC3)

C 29.28±1.11a2) 3.15±0.43a

L2 33.58±1.55b 3.79±0.20ab 

L4 34.35±2.30b 4.33±0.60bc

L8 36.52±0.62b 4.74±0.42c

F-value 11.808*** 7.298**

1) Refer to the legend of Table 1.
2) Mean±S.D.  ** p<0.01, *** p<0.001.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

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WHC : Water holding capacity.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가열감량과 보수력이 높게 나타난 결

과는 Shin 등(2008)의 연구결과에서 능이버섯을 첨가한 우육
이 대조군에 비하여 가열감량 및 보수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4.2.4. 전단력 측정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에 따른 우육의 연도와 상관관계가

깊은전단력측정의결과는 Table 6과같다. 대조군값이 48.99
로 표고버섯 첨가군들에 비하여유의적으로 가장 높은값을

나타났다(p<0.001). 표고버섯 2%, 4%, 8%첨가군 값이 각각
44.82, 37.38 30.63으로 표고버섯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적으로 우육의 전단력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며(p<0.001), 대
조군> 2% > 4% > 8% 순이었다(p<0.001). 이러한결과는 Kim 
(2013)의 논문에서의 단백분해효소를 함유한 버섯의 효소활
성도가 높을수록 전단력 수치가낮게 나타난결과와 일치한

다. 이러한 결과는 우육에 표고버섯의 첨가량에 따른 단백
질분해효소들에 의해 우육의 연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되며, 효소활성도 값의 높을수록 낮은 전단력 수치로 유
의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4.3. 기호도 검사

소비자 기호도 평가방법은 9점 채점법으로 Table 7과 같
다. 우육의 관능평가 항목 가운데 외관(color)에서는 표고버
섯 4% 처리구가 모든 시료들 간 7.10으로 가장 높은 값으로
대조군과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p<0.05). 향(aroma)의
경우, 대조군과 표고버섯 4% 처리구 값이 각각 4.85, 6.42로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4% 처리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지
만 모든 시료들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풍미(flavor)는 외관(color)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대

조군과 표고버섯분말 2%, 4%, 8% 첨가군 값이 각각 4.16, 
5.51, 6.36, 6.06로 대조군보다 표고버섯 첨가군 2%, 4% 값이

Table 6. Shear force of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Samples1) Shear force (N)

C 48.99±1.84a2)

L2 44.82±1.00b

L4 37.38±1.70c

L8 30.63±3.33d

F-value 46.050***

1) Refer to the legend of Table 1.
2) Mean±S.D. *** p<0.001.
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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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다가 8% 첨가군에서 낮아졌다(p<0.01).
맛(taste)의 경우, 대조군이 4.78, 표고버섯분말 2% 첨가군

이 6.11, 4% 첨가군이 7.11, 표고버섯분말 8% 첨가군은 5.42
로 나타나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표고버섯분말 4% 첨가군
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p<0.01) Jung 등(2017)의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도(tenderness)의 경우, 대조군 값이 4.60, 표고버섯분말

2%, 4%, 8% 첨가군 값이 각각 5.28, 6.28, 3.71로 표고버섯분
말 4% 첨가한 우육이 모든 시료들 간의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p<0.01), 표고버섯분말 8% 첨가군 우육이 모든 시료
들 간의가장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Lee 등(2001)의연구결
과, 능이버섯, 키위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여준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즙성(juiciness)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표고버섯분말

2%, 4%, 8% 첨가군이각각 5.18, 6.12, 5.33으로높게나타났다. 
표고버섯 4% 첨가군과 대조군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냈
지만(p<0.05), 나머지 2%, 4% 표고버섯 첨가군과 대조군의
유의적인차이는없었다. 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nce)
는 대조군이 4.61, 표고버섯분말 2% 첨가군이 6.63, 표고버
섯분말 4% 첨가군이 7.43으로 점차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표고버섯분말 8% 첨가군에서는 5.83으로 4% 첨가군보다 낮
은 값을 나타냈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조군과 첨가군 사이에 향

(aroma)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외관(color), 풍미
(flavor), 맛(taste), 연도(tenderness), 다즙성(juiciness), 전체적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공통적으로 표고버섯분말

2%에서 4% 첨가군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표고버섯분말 8% 첨가군에서는낮은값을 나타냈

는데, 8% 첨가군은너무강한향미와우육의과다연화로인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reference scores1) of the bovine semitendinosus muscle treated with 
freeze-drying Letinus edodes powder

Samples2)
Preference characteristics

Color Aroma Flavor Taste Tenderness Juiciness Overall acceptance 

C 5.42±0.41a3) 4.85±1.39NS4) 4.16±1.00a 4.78±0.70a 4.60±0.91ab 4.36±0.94a 4.61±0.72a

L2 5.97±0.81ab 5.32±0.86NS 5.51±1.17ab 6.11±0.42bc 5.28±0.76bc 5.18±0.63ab 6.63±0.59bc

L4 7.10±0.95b 6.42±0.92NS 6.36±0.73b 7.11±0.45c 6.28±0.74c 6.12±0.42b 7.43±0.80c

L8 6.57±0.58ab 5.23±0.28NS 6.06±0.59b 5.42±1.02ab 3.71±0.39a 5.33±0.70ab 5.83±1.30ab

F-value 3.627* 2.018 4.619** 8.152** 8.865** 4.252* 7.175**

1) 9 poin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5: neither like nor dislike 9: extremely like).
2) Refer to the legend of Table 1.
3) Mean±S.D. * p<0.05, ** p<0.01.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

하여 선호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관(color), 향(aroma), 풍미(flavor), 맛(taste), 연도(tender-

ness), 다즙성(juici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의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값을 나타낸 표고버섯분말 4% 
첨가가 홍두깨살의 연도증진 효과 및 기호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 성분 및 단백질분해효소를 함유

한 표고버섯을 동결건조 후 분말화하여 표고버섯분말 2%, 
4%, 8% 첨가량에 따른 우육의 육질 변이를 통하여 우육의
연도 증진 효과가 관능평가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에 관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백질분해효소 활성도 측정결과, 표고버섯분말 8% > 4%

> 2% 순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p<0.001). 표고버섯분말 처리구 우육의 pH는 대조
군과 표고버섯분말 처리구와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 우육의
pH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육색의 경우, 명도(L)는
표고버섯 처리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값

을나타냈으며(p<0.001), 대조군이가장밝은값을보였고, 표
고버섯 8% 처리구가 가장 어두운 값을 나타냈다(p<0.001). 
또한 적색도(a)는 대조군과 표고버섯 처리구 시료간의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황색도(b)의 경우, 대조군 > 2%
> 4% > 8%표고버섯 처리구 순으로 대조군 값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고(p<0.001), 표고버섯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가열감량의 결과를 보면 대조군과 표고버섯분말 처리구

들 간의 대조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0.00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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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버섯 2%, 4%, 8% 처리구들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보수력은 대조군이 표고버섯분말 처리구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p<0.01), 표고버섯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보수력이 좋게 나타났다.
표고버섯분말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에 따른 우육의 연

도 증진과 상관관계가 높은 전단력 측정결과, 표고버섯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의 전단력 수치가 낮게 나타났으며, 
대조군 값이 표고버섯 첨가군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다(p<0.001). 
소비자 기호도 검사결과, 표고버섯분말 4% 첨가한 우육

이 외관(color), 향(aroma), 풍미(flavor), 맛(taste), 연도(tender-
ness), 다즙성(juici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고버섯이 함유한 단백질분

해효소는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활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홍두깨살의연도 증진에효과적이며, 낮은
전단력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능특
성의 경우, 표고버섯분말 8% 첨가한 우육보다 표고버섯분
말 4% 첨가한 우육이 전체적인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
게 고루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고버섯분말 첨가량이 많을수
록 홍두깨살의 연도 증진에는 효과적이지만, 일반 소비자들
은 지나치게 연도가 증진되어 과다 연화된 육질보다는 표고

버섯분말 4% 전․후 첨가해 일정부분 우육의 연도 증진 효
과와 더불어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

며,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진행하여 세밀하고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다양
한 생리활성 성분과 단백질 분해효소를 함유한 표고버섯을

연육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연육효과를 고려하

여 저렴하게 입수 가능하고, 연육효과가 우수한 열대과일을
혼합한 혼합연육제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본 연구
는 혼합연육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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