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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 and functional foods containing mushroom, mushroom
extracts, and mushroom-derived compounds
Han-Gyo Jo and Hyun-Jae Shi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ABSTRACT: Mushrooms and their extracts including purified ingredients, are currently used as foods, functional foods (and/or
nutraceuticals), and medicines. These products have numerous bioactive compounds such as polysaccharides (mainly β–glucans),
glycoproteins, nucleotide analogs, terpenoids, and polyphenols, which have exhibited antioxidant, antimicrobial, anticancer,
antiviral, anti-obesity, and immunomodulatory activities.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current information on the biactivities of 10
popular mushrooms in Korea. We also summarize the information on mushrooms and the active compounds derived from them,
as well as mushroom-based products such as foods, functional foods, and medicines. We believe this review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scientists and consumers who seek to develop new products and promote healthy food habits and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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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물 유래 화합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국제보건기구는 1) 총 지방에서 에너지 섭취를
인구의 고령화와 인스턴트식품 위주의 식습관 등으로
제한하고 2)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에서 불포화지방산으로
질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예방과 건강에 대한
변경함과 동시에 트랜스 지방산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있다. 건강한 식이 요법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과일, 채소,
www.earticle.net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대안적인 치료법 혹은
아질병
곡물, 견과류가 풍부해야하며 유리 당류와 염분 섭취량을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제한하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얻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천연물 기반 추출물 혹은 천
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장 사항을 따르고 평소 잘못
된 식이 습관을 피함으로써 에너지 균형과 건강한 체중을
얻고 일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WHO, 2004).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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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버섯 관련 제품의 미래를 전
망하고자 한다.

버섯의 생리활성 특징
맛과 함께 영양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
는 버섯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치료용
및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지버섯
(Garnoderma), 상황버섯(Phellinus), 동충하초(Cordyceps)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표고버섯(Shiitake), 구름버섯

(Coriolus), 송이버섯(Tricholoma),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꽃송이버섯(Sparassis),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잎새버섯(Grifola), 목이버섯(Auricularia) 등이 있다. 이들
버섯이 나타내는 생리활성으로는 항암, 항진균, 항고혈압,
항당뇨, 항염 등이 있으며(Table 1),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
리활성은 다당류(polysaccharides)인 베타글루칸(β-glucan)
에 의한 면역증진 및 항암활성이 있다(Lee et al., 2001).
대표적인 버섯의 생리활성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garicus bisporus 추출물은 주로 100-200 μg/ml 농도
범위에서 항암활성을 나타내며 수용성 성분에서 가장 높

Table 1. Bioactivity and concentration range of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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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rooms species

Agaricus bisporus

Bioactivity

Range of concentration

References

Antioxidant activity
Anti-cancer related activity

100-800 μg/ml
125-500 μg/ml

Jagadish et al., 2009

Immunomodulating activity

392.2 pg/ml

Kozarski et al., 2011

50-200 μg/ml (In-vitro)
300-1200 mg/kg (In-vivo)

Liu et al., 2013

100-800 μg/ml

Pires et al., 2017

Antioxidant activity
Anti-cancer
Auricularia spp.

Cordyceps spp.

Anti-obesity

12 g/day (In-vivo)

Han et al., 2012

Hypolipidemic activity

100-200 mg/kg (In-vivo)

Zeng et al., 2013

Anti-fibrotic potential

10 mg/ml

Yao et al., 2014

Anti-skin-inflammatory activity

1 mg/ml

Choi et al., 2015

Anti-tumor activity

75 μM

Wada et al., 2017

50-200 μg/ml

Wang et al., 2017

50 mg/ml

Han et al., 2015

615-3075 mg/kg (In-vivo)

Ho et al., 2017

30.38 μg/ml

Samarakoon et al., 2013

160 μg/ml

Xiang et al., 2017

12.5-200 μg/ml

Svagelj et al., 2012

Anti-aging activity

50-150 mg/kg (In-vivo)

Zhang et al., 2017

Antioxidant activity

300 mg/kg (In-vivo)

Han et al., 2013

90-1870 mg/kg (In-vivo)

Hiraki et al., 2017

50-100 μg/ml

Lee et al., 2010

0.25-0.5 mg/ml (In-vitro)
1 mg/each ear (In-vivo)

Hwang et al., 2012

Anti-inflammatory

700 mg/day (In-vivo)

Zembron-Lacny et al., 2013

Anti-tumor activity

10-400 μg/ml (In-vitro)
1-20 mg/kg (In-vivo)

Xu et al., 2016

Immunostimulatory activity

Coriolus versicolor

Garnoderma spp.
Grifola
Hericium erinaceus

Antioxidant activity
Anti-microbial activity
Performance improvement
Anti-fatigue activity
Anti-inflammatory
Immunomodulatory activity
Immunomodulating activity

www.earticle.net

Anti-obesity
Anti-angiogenic activity

Phellinus linteus

Lentinula edodes

Immunomodulatory effect on atopic dermatitis

Anti-cancer related activity
Sparassis crispa
(Sparassis latifolia)

Tricholoma spp.

35.7-218.3 μg/ml

Choi et al., 2014

Anti-obesity

1-5% (w/w)

Lee et al., 2014

Antioxidant activity

1-3 mg/ml

Lee et al., 2016

Immuno-stimulating activity

100 mg/kg

Seo et al., 2016

Antioxidant activity
Antihypertensive effects

0.17-0.83 mg/ml

Tong et al., 2013

25 mg/kg (In-vivo)

Ge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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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oactive ingredients from various mushrooms.

사멸을 위한 하나의 마커로 작용하는데 신생혈관의 생성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Jagadish et al., 2009; Pires
을 억제하는 효과가 Phellinus linteus 추출물에서 확인되
et al., 2017; Liu et al., 2013). 또한 392.2 pg/ml의 다당류
었다(Lee et al., 2010). 또한 In-vivo 실험에서 아토피성
추출물 농도에서 면역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부의 immunomodulatory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
(Kozarski et al., 2011). Auricularia는 항비만 효과를 가지
었다(Hwang et al., 2012). Shiitake는 동아시아권에서 가
며, 고열량식이를 한 마우스에 100-200 mg/kg의 Auricularia
장 많이 소비되는 버섯으로 인공재배가 쉬워 시중에서 쉽
를 식이하였을 때 혈중 지질의 감소가 확인되었다(Han et
게 접할 수 있는 버섯이지만 약리효과는 다른 버섯에 비
al., 2012; Zeng et al., 2013). Cordyceps는 중국에서 고대
해 많지 않으며 높은 농도에서 나타난다(Zembron-Lacny
부터 사용되어오던 약재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
et al., 2013; Xu et al., 2016). Sparassis crispa는 버섯
행되었으며, Anti-fibrotic potential, anti-skin-inflammatory
중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가장 높으며 항암효과 또한 우수
activity, anti-tumor activity, immunostimulatory activity 등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4). 이 외에도 항
다른 버섯에 비해 낮은 농도의 추출물로도 여러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ao et al., 2014; Choi et
비만, 항산화, 면역증강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Lee et al.,
www.earticle.net
al., 2015; Wada et al., 2017; Wang et al.,
2017).
2014; Lee et al., 2016; Seo et al., 2016). Tricholoma는
국내에서 개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종으로 항산화활성
Coriolus versicolor는 국내에서 자양강장제의 원료로 사
용되고 있으며 운동능력 증진 및 피로방지의 효능이 있다
이 뛰어나며 항고혈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ong et al., 2013; Geng et al., 2016).
(Han et al., 2015; Ho et al., 2017). Garnoderma는 항염,
면역증강에 효과가 있으며 혈관과 관련한 질병에 효과가
우수하다(Samarakoon et al., 2013; Xiang et al., 2017).
Grifola는 최근 일본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버섯 중 하
나로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hang
et al., 2017). 뿐만아니라 면역 활성에 대한 효과가 소비
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amarakoon et al.,
2013). Hericium erinaceus는 Hericenone D와 Erinacine
C가 풍부하여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antioxidant activity와 항비만 효과가
연구되었다(Han et al., 2013; Hiraki et al., 2017).
Phellinus linteus는 꽃송이버섯과 마찬가지로 베타글루칸
이 풍부하여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운 혈관의 생성은 암세포의 증식과 관련이 있어 암세포

이들 모든 생리활성은 버섯에 포함된 화합물에 의해 촉
진되는 기능으로 버섯유래 화합물 종류에는 베타글루칸(βglucan), 렉틴(lectin), 코디세핀(cordycepin), 터펜(terpene) 등
이 있다.

버섯추출물과 버섯에서 유래된 화합물
1. β-Glucan
다당류(polysaccharide)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서 가장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유기분자로 항혈액응고, 항암, 면
역조절, 항저혈당 등과 같은 약학적인 용도로 유용한 생
리활성 물질이며, 일본, 한국, 중국에서는 버섯 유래의 다
당류인 lentinan, schizophyllan, krestin을 면역증진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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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왔다(Shi et al., 2013; Zhenga et al., 2005). 다당
류 중 생리활성을 띄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진 베타글루
칸은 버섯뿐만 아니라 효모와 곡류에서도 생성되는 다당
류의 일종이나, 버섯에서 생성되는 베타글루칸은 그 구조
가 β(1,3) 결합을 main chain으로 하며 side chain으로 짧
은 β(1,6) 구조를 가지고 있다(Fig. 1A) (Kozarski et al.,
2011). 식용버섯에서 글루칸을 얻는 방법은 끓이는 방법
과 최근에는 효소적 처리를 통해 얻고 있으며 추출된 글
루칸은 soluble 형태와 insoluble 형태의 글루칸을 얻을
수 있다. Soluble 글루칸에서 항암활성을 찾고자 하는 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글루칸이 수용액 상태일 때 3중
나선 구조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insoluble 베타글루칸의 solubility를 높여 soluble 베타글
루칸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 베타글
루칸은 insoluble 형태일 때 강력한 면역증진 활성을 나타
낸다. 베타글루칸은 필수적으로 β(1,3) 결합을 main chain
으로 가져야만 생리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인체에서 작
용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존재하는 Dectin-1 수용체에 결합
하여야 한다(Perez-Garcia et al., 2011). 베타글루칸의 항암
과 면역증진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 분
자량, 곁가지의 개수와 형태이다(Vannucci et al., 2013).

3. Cordycepin
코디세핀(cordycepin)은 C. militaris에서 처음으로 분리
되었고 deoxyadenosine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분
자량은 251.24 g/mol, M.P. 230~231℃이다(Cunningham
et al., 1950) (Fig. 1B). 코디세핀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
으로는 HIV-1 역전사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Muller et al., 1991). 유방암세포(MCF-7)에서 코디세핀은
MAPK/AP-1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12-O-tetradecanoylphobol-13-acetate (TPA)에 의해 유도된 MMP-9의 발현 및
활성을 저해함이 보고되었다(Noh et al., 2010). 이는
adenosine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암세포의 mRNA
의 polyadenine이 생성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코디세핀이 PI3K/Akt, p38와
같은 phosphoprotein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혈소판 응
집억제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었다(Kwon and Lee,
2017). 코디세핀은 adenosine aminase에 의해 신체 내에
서 빠르게 분해되어 잔류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암, 항혈전 치료 및 예방 약물
로써 잠재성이 풍부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4. Terpene

터펜(terpene)은 기본적으로 휘발성 불포화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많은 종류의 버섯에서 분리되었다. C5단
렉틴(lectin)은 비면역성 단백질 및 당단백질이며 세포
위를 기본으로 단위의 수에 따라 분류되는데 항암, 항말라
표면의 탄수화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세포응집반응 시
응집을 일으킨다. 렉틴의 결합 성질은 항체와 유사하여 비
리아, 항바이러스제 등 약리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구조는
가역적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고분
주로 sesquiterpenoids로 확인된다(Duru and Çayan,
자 다당체 중 arabinogalactan은 다양한 식품 및 한약에서
2015) (Fig. 1C). Pleurotus cornucopiae에서 분리된 4가지
발견된다(Elgavish and Shaanan. 1997). Arabinogalactan
monoterpenoids는 HepG2, HeLa 2가지 tumor cell line에
분자는 다양한 미생물의 결합 부위를 차지하여 세포표면
대해 cytotoxicity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sesquiterpenoid
에 붙지 않게 하고 면역 체계가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는 macrophage cell에서 nitric oxide 생성과 관련하여 높은
www.earticle.net
한다. 렉틴은 현재까지 다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야채,
inhibitory activity를 가지며 HepG2, HeLa cell에 대해
과일, 버섯으로부터 분리되어 특성이 확인되었다(Hamid
cytotoxicity를 나타내었다(Wang et al., 2013). 또한 Flammulina
et al., 2013). 그중에서도 버섯은 자체적으로 영양성분 및
velutipes로부터 분리된 flammulinol, flammulinolides라는 이름
약용성분의 가치가 높아 고대부터 식품 및 약제로 소비되
의 sesquiterpenoids는 HepG2, HeLa, KB 3가지 tumor
cell line에 대해 cytotoxicity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 왔으며 현재는 렉틴의 풍부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Wang et al., 2012). 이 외에도 Garnoderma lucidum에서
(Singh et al., 2015). 버섯 렉틴의 생리활성은 주로 항증
분리된 methyl ganoderate A acetonide와 n-butyl
식성, 항암, 면역 조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ectin의
antiproliferative/antitumor activity, mitogenic/antimitogenic
ganoderate H의 anti-acetylcholinesterase activity가 보고
activity, immunomodulatory activity, antiviral activity에
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알츠하이머 및 신경퇴행성 관련
대해 활성이 나타나는 농도와 연구에 사용한 세포주 종류
질환의 치료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Lee et al., 2011).
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Hassan et al., 2015). 반면에 세포
2. Lectin

면역 증강, 혈관 이완, 항균 활성을 보이는 버섯 렉틴은
현존하는 버섯 종의 10%만이 발견되고 분류학적으로 분
류되었다. 최근에는 꽃송이버섯에서 렉틴을 분리하여 항
균 및 항진균 활성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된 만큼 버섯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렉틴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을 것
이다(Chandrasekaran et al., 2016).

4. 버섯을 이용한 식품과 기능성식품
버섯은 훌륭한 식품원료이다. 다양한 생리활성이 입증
되었으며 이러한 활성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출시된 제품의 종류는 그리 다양하지 않으
며, 대부분 원물과 추출물의 형태로 섭취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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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resentative mushroom products sold in Republic of Korea
No.

Product

․ 상황버섯 추출물
․ 아가리쿠스 추출물
․ 영지버섯 추출물
1
․ 차가버섯 추출물
․ 표고버섯 추출물
․ 흰목이버섯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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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가버섯 추출물

Mushrooms
상황버섯
신령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흰목이버섯

차가버섯

Company

References

추출물 (주)더마랩

http://www.dermalab.co.kr/new/html/contents/
products/product_search_result.php

추출물 Sayan Chaga

https://sayanchaga.com/product/
%EC%8B%9C%EB%B2%A0%EB%A6%AC%EC
%95%84-%EC%B0%A8%EA%B0%80%EB%B2%84%EC%84%AF%EC%B6%94%EC%B6%9C%EB%AC%BC%EB%B6%84%EB%A7%902%EC%98%A8%EC%8A%A4/?lang=ko

3 ․ 표고버섯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 바이오스펙트럼(주)

http://www.ebiospectrum.kr/shop/
shopdetail.html?branduid=744628&xcode=022&
mcode=001&scode=&type=Y&search=&sort=pr
ice

4 ․ 상황버섯 추출물

상황버섯

추출물 다인

http://www.dainsoap.co.kr/m/
product_detail.html?brand_uid=284774

5 ․ MAITAKE PRO-4X

잎새버섯

주원료 NUTRAPIA

http://nutrapia.com/shop/maitake-d-fraction/

추출물 ABLY Inc.

http://www.a6k6n6.com/
%EA%BD%83%EC%86%A1%EC%9D%B4%EB
%B2%84%EC%84%AFG%EC%8A%A4%ED%8E
%98%EC%85%9C-p-8915.html/language/ko

6 ․ 꽃송이버섯G스페셜

꽃송이버섯

7 ․ 아멕스7

상황버섯, 표고버섯, 운지버섯,
동충하초, 꽃송이버섯, 노루 부원료 (주)한국신약
궁뎅이버섯, 잎새버섯

http://www.hsp.co.kr/product/
pro_list2.html?code=1100

8 ․ 아이엠지 면역K

목질진흙버섯, 동충하초, 차가
버섯, 영지버섯, 운지버섯,
부원료 (주)한국신약
잎새버섯

http://www.hsp.co.kr/product/
pro_list2.html?code=1100

SHAANXI NHK
추출물 TECHNOLOGY
CO., LTD.

http://m.ko.gmp-factory.com/herbalsupplements/enhance-immunity-/shiitakemushroom-extract-lentinan.html

추출물 (주)한국마그나스

http://magnuskorea.com/modules/catalogue/
cg_view.html?cc=13&p=1&no=2

9 ․ 표고버섯 추출물

표고버섯

10 ․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표고버섯

11 ․ 청심보감

운지버섯, 차가버섯, 영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진흙버섯,
부원료 풀무원건강생활(주)
흰목이버섯

https://www.pulmuone-lohas.com/pc/brand/
product/
prd_view.do?cacode=11010000&pdcode=149135
2124#detail1

12 ․ 동충하초 프라임

눈꽃동충하초,
밀리터리스동충하초

주원료 풀무원건강생활(주)

https://www.pulmuone-lohas.com/pc/brand/
product/
prd_view.do?cacode=11000000&pdcode=PF0015
#detail1

13 ․ Reishi-Extract-Capsules 영지버섯

추출물 Sanct Mall

http://www.sanctmall.com/shop/
item.php?it_id=1000000827

14 ․ 리버칸

표고버섯

부원료 한미메디케어(주)

http://www.hanmimedicare.co.kr/medicare/
handler/Health-Wellcon4

15 ․ 목이버섯추출물

목이버섯

추출물 (주)에스에프씨바이오 http://www.sfcbio.com/kwa-129943

16 ․ 제니스 500 골드

영지버섯

부원료 영진약품(주)

www.earticle.net

https://www.yungjin.co.kr/product/
product.asp?posit=health&GS=C&pno=HC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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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No.

Product

Company

References

부원료 LG생활건강

http://www.thessan.com/m/
product_detail.html?brand_uid=495248

추출물 종근당건강

https://www.ckdhc.com:5001/blog/product/
%EC%98%81%EC%A7%80%EB%B2%84%EC%
84%AF%EC%B6%94%EC%B6%9C%EC%95%A
1/

표고버섯, 영지버섯

부원료 종근당건강

https://www.ckdhc.com:5001/blog/product/
%ED%97%AC%EC%94%A8%EC%B9%B8%ED%94%84%EB%A6%AC%EB%AF%B8%EC
%97%84/

20 ․ 영지 버섯 추출물

영지버섯

Xi'an Imaherb
추출물 Biotech Co., Ltd.

https://korean.alibaba.com/product-detail/buyorganic-red-reishi-mushroom-extract60415341078.html

․ REISHI 415
․ CORDYCEPS-M
21
․ Lions Mane Extract
․ CHAGA EXTRACT

영지버섯
동충하초
노루궁뎅이버섯
차가버섯

추출물 Real Mushrooms

https://shop.realmushrooms.com/collections/
organic-mushroom-extracts

22 ․ 5 DEFENDERS

영지버섯, 표고버섯, 잎새버섯,
추출물 Real Mushrooms
운지버섯, 차가버섯

https://shop.realmushrooms.com/collections/
organic-mushroom-extracts/products/5defenders-mushroom-extract

17 ․ 디펜솔루션

18 ․ 영지버섯 그대로

19 ․ 헬씨칸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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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rooms

․ Reishi Mushroom
Extract

차가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Organika Health
Products Inc.

http://organika.com/product/immunity/reishimushroom-extract/

영지버섯

추출물

송이버섯

Formulator Sample
추출물
Shop?

https://www.formulatorsampleshop.com/FSSSongyi-Mushroom-Extract-Powder-p/
fss20367.htm

․ CORDYCEPS
SINENSIS MUSHROOM
25
동충하초
MYCELIA EXTRACT
POWDER

추출물 PowderCity

https://www.powdercity.com/products/
cordyceps-sinensis/

26 ․ 헤파글루칸

주원료 유한메디카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3414786&cid=58440&category
Id=58442

23

․ FSS SONGYI
24 MUSHROOM
EXTRACT POWDER

표고버섯

․ Reishi Shiitake Maitake
영지버섯, 표고버섯,
27 Mushroom Extract
잎새버섯
Vegetable Capsules

www.earticle.net
추출물 Solgar Inc.

http://www.solgar.com/solgarproducts/reishishiitake-maitake-mushroom-extract-vegetablecapsules.htm

28 ․ 메가포스골드

표고버섯

추출물 (주)E&F메딕스

http://storefarm.naver.com/smilepharm2016/
products/
526759512?NaPm=ct%3Dj7kf3mg8%7Cci%3Db
37a2d30132f66db139a6296d41a512cf181743c%7
Ctr%3Dslsl%7Csn%3D428297%7Cic%3D%7Chk
%3D7f67df956e93f7da4fc09a2c9fa10b1c30dd4b7e

․ 아가리쿠스 A플러스
․ 아가리쿠스 M
29
․ 아이윈
․ 노보미

신령버섯

추출물 HKBiotech

http://www.hkbiotech.co.kr/v1/

․ 베료즈카골드
30 ․ K&T100진공건조
․ 베료쟈

차가버섯

추출물 (주)고려인삼공사

http://www.gr-korea.co.kr/sub/chaga/
chaga_11.php

31 ․ Gourmet Black Coffee 영지버섯

부원료

ORGANO™ GOLD https://www.organogold.com/en/gourmet-blackEnterprises Inc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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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서양에서는 버섯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품이 부족하다. 동양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는 반
면 국내에서는 아직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버섯을 이용한 식품과 기능성식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Table 2).
1) 제품구분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식품’이라는 단어는 서로 관련
은 있지만 다른 개념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정상
적인 일일 식단의 일부로 소비되는 일반식품 또는 일상
식품을 말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들로 구
성되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기능성 식품은 단순 영양
기능을 뛰어넘는 효과를 나타내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식품을 지칭한다
(El Sohaimy, 2012). 기능성 식품은 주로 질병을 예방하
는 것보다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반면, 영양
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포함하여 의학적 또는 건강
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식품을 뜻한다. 영양식품은 식품
추출물, 단일 천연 화합물 또는 영양소일 수 있으며 식이
보충제로 약제 형태로 완전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Silk and Smolig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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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2알 또는 캡슐, 2스틱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기능
식품은 면역증강, 간기능개선, 시력개선, 대사기능 촉진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의약품(medicines)
의료 처방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의약품이라고 정의한다. 약리 목적 및 특
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섭취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확인
된 제품은 없었으나 영양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식품 중 약리기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을 사용하여 얼마든
지 의약품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한계와 가능성
버섯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초기에는 일본에서 생산
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10년 동
안에는 다양한 국내 제품들이 개발, 생산되면서 그 비율
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들은 여전히 추출물 또는 건조물을 갈아서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추세이다. 추출물 또는 원물로만 섭취하던 버섯
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들에 대한 수요를 증
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 버섯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소비자의 기호와 건강을 반영한 신제품
본 연구에서는 버섯과 관련한 식품을 조사하였고 영양
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식품(nutraceuticals), 건강기능식품(functional foods), 의
판매된 버섯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베타글루칸 성분이 차
약품(medicines)으로 분류하였다.
지하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버섯은
원산지가 시베리아인 차가버섯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
내 유통되는 버섯의 생리활성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이 이
2) 영양식품(nutraceuticals)
영양식품은 추출물을 건조하여 분말형태로 포장한 제품
루어지지 않고 높은 단가로 인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흥하
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제품의 형태는 추출물 분말 또
신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서는
는 분말이 담긴 캡슐 두 가지로 분류된다. 상황버섯, 신령
정부, 산업체, 학교, 연구소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
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흰목이버섯, 잎새버
www.earticle.net
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섯, 동충하초, 노루궁뎅이버섯, 송이버섯 등의 추출물 분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말 제품이 있었으며 주로 물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다. 추
현재 식약처에서 고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출물 분말제품은 물에 잘 녹으며 1회 복용 시 2-3 g (티스
정 현황’에서는 표고버섯, 상황버섯, 잔나비걸상버섯, 목
푼 절반)을 물이나 기타 유제품에 타서 복용하도록 권장
이버섯, 영지버섯, 금사상황버섯 추출물로 그 원료를 한정
하고 있다. 영양식품은 전반적으로 면역증강과 피로회복
하고 있다.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로서 사
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부처와의 다각적인 의견교
3) 건강기능식품(functional foods)
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수요를 반영하여 본 총설에
건강기능식품은 추출물 분말 또는 액상을 주원료 또는
서 제시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 제품개발을 우선 진행
부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분류하였다. 제품의 형태는 알
약, 캡슐, 파우치, 스틱으로 분류된다. 주원료로 사용한 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은 추출물을 농축하여 사용한 제품으로 파우치 형태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부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추출물
감사의 글
분말 또는 원물 분말을 사용한 제품이었으며 알약, 캡슐,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파우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확인되었다. 파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치 형태의 제품은 액상 제품으로 하루 1포 복용을 권장하
며, 알약, 캡슐, 스틱 형태의 제품은 고형분 제품으로 하
임(NRF-2017R1A2B40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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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efficiency (BE), the ratio of fresh mushrooms harvested per dry substrate weight,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Lentinula edodes, also known as shiitake, was determined using the ‘Sanjo 701’ strain stored in the Department
of Mushroom at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 mycelia were grown in glass columns with
varying levels of moisture content and varying mixing periods of 0.5, 1, 2, and 3 hours. The substrate was sterilized using a
steam pressure autoclave sterilizer at normal and high pressure to avoid contamin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ycelial
growth (126 mm/15 days) was optimized at 55% moisture content. The best mycelial growth of 117 mm/15 days was
obtained with 2 hours of mixing time. Normal pressure sterilization yielded better results with mycelial growth of 96 mm/15
days at 100°C compared to 88 mm /15 days with sterilization at 121°C. Mycelial density was higher, i.e. 3(+++), with
normal pressure sterilization compared to 2(++) with high pressure sterilization. Furthermore, sawdust mixed with 5%
woodchips increased the substrate porosity and yielded higher mycelial growth. Thus, we demonstrated that the optimum
harvest or potential increased yield of shiitake can be obtained by modulating moisture content, mixing time, and substrate
porosity.
KEYWORDS: Lentinula edodes, Sawdust, Sterilization, Wood chip, Yield

Introduc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beginning of the sawdust
cultivation of the shiitake through sawdust spawn started
A staple in the Asian diet for centuries, Lentinula
in 1936 in Kitashima, Japan. However, as the log
edodes also known as the shiitake mushroom has
cultivation expands further, useful hardwood resources
become the second-most consumed mushroom in the
become scarce and it turns to be more and more
world because of its great taste and versatility. In
difficult to acquire in large quantities when necessary. In
addition, shiitake is gaining worldwide recognition
addition, shiitake log cultivation is also getting worse
because of its health benefits (Bruhn, 2008). As the
due to the decrease in rural labor force and the aging of
demand increases, different media were used in
growers.
www.earticle.net
cultivating shiitake and one of them is through log
In China, the test was conducted at the Shanghai
cultivation. Logs are an inexpensive option to house and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in 1956 for the
grow the mushroom spawn.
cultivation of sawdust spawn. On the other hand,
cultivation of shiitake in a plastic bag was invented in
1974 at the Taiw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164-167
http://dx.doi.org/10.14480/JM.2017.15.4.164
which led to its widespread cultivation in China, Japan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and Korea (Jang, 2009).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Most commercial production of shiitake is don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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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logs that contain hardwood sawdust, stra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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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cobs as the basal ingredients and starch-based
Received December 1, 2017
supplements such as wheat bran, rice bran, millet, 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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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ize. Sufficient water is added to adjust the
moisture content of the mix to about 60% (Royse et al.,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1990; Royse and Sanchez, 2007). For commercial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production, the mix is weighed and filled into plastic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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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s automatically by machine so that a uniform
amount is added to each bag. The bags are made of
heat-resistant polypropylene and contain a special filter
patch of laminated microporous plastic. The microporous
patch provides a microbial barrier to contaminants and
allows gas exchange with the outside environment
during substrate colonization (Royse and SanchezVazquez, 2001). It has been reported that shiitake
production in China increased 135 fold between 1983
and 2003 (Chang and Chen, 2003).
Based from personal encounters from among
experienced farmer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length
of mixing time period of sawdust with different level of
moisture content and its sterilization process have direct
impact to the production and yield as well as to the
farmers’ income.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how to
optimize the moisture utilization of shiitake with varying
length of mixing time period in relation to the substrate
porosity. It has been reported that mycelial growth,
primordium formation and productivity vary with
different substrate types. Thereby increasing the shiitake
production and income of household farmers.

mushroom spores or spawn after which fungal fibers
known as mycelium begin to grow.
7. Contamination determinat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ntamination of the sawdust media, 1g
sample was taken from the medium prior to inoculation
o
having various temperatures (5, 10, 15, 24 C). Having
mixed with 10ml of distilled water, it is homogeneously
mixed by homogenizer. In order to identify the source
of contamination, it was thoroughly determined by the
dilution plate method on the PDA medium.
8. Growth rate and density examination. Growth rate
and density of mycelium were examined by 5 day
o
intervals basis at 70% humidity and 22±1 C temperature.
The culture completion period, mycelial density and
biological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by preparing
medium having a height of 17 cm and a width of 13
cm. The culture depth, mycelial density and biological
efficiency were examined by treating the depth of the
medium from 1/3 to 2/3.

Results and Discussion

Mycelial growth and density depending o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medium
Mycelial growth and density according to wood chips
Materials and Methods
5% of 5 mm sized wood chips were added to the
The Study Area. The study was conducted at the
sawdust medium and the mycelial growth was best at
Department of Mushroom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126 mm / 15 days in the treatment of 55% moisture,
Agriculture and Fisheries.
125 mm / 15 days in 60% treatment, 111 mm/15 days in
Substrate preparation. The check substrate contains
65% and 103 mm/15 days in 50% (Fig. 1).
oak sawdust which is 100% sawdust that are 3mm in
Both yield and biological efficiency (BE) were higher
www.earticle.net
size. While the other substrate contains a combination
of
in the medium of 55% than in the medium of 50% or
sawdust, 3mm in diameter with a mixture of 5%
60% moisture content. The result of this test was also
woodchips, 5mm in size and rice bran (80:20). These
high on Shen’s and Qing’s which was at 55% (2008).
woodchips were soaked in advance for one week in
winter and four days in summer.
Mixing time period. The substrate were mixed in 0.5,
1, 2, and 3 hours to ensure moisture content
distribution.
Moisture Content. Different level of moisture content
were prepared setting them to 50, 55, 60, 65 and 70%.
Sterilization. The substrate was sterilized at 121°C for
40 minutes, cooled to 15°C. Pressure steam autoclave
sterilizer was used under normal and high pressure
sterilization. This is done to reduce contamination
during the process of inoculation and improve its
physical properties.
Fig. 1.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Lentinula edodes
Inoculation. The substrate is inoculated with
‘Sanjo 701’ depending on the moisture content of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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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elial growth and density depending on the
mixing time of sawdust
To compare the mycelial growth length depending on
the mixing time of sawdust, sterilization was performed
at a time span of 30 minutes, 1, 2, and 3 hours mixing.
When the sawdust medium was mixed for 2 hours,
mycelial growth of 117 mm/15 days and density 3(+++)
had the best results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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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 of softening the physical structures after the
sterilization of the medium and improving the growth
of the shiitake. The mycelial growth was best during 8
hours of sterilization. The PH change decreased from
6.68 to 6.10, and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re
also the same. In order to use it as a spawn, highpressure sterilization has to be performed and for
physical improvements, the growth medium was
satisfying at normal pressure sterilization.
During sterilization, air pockets in the sterilizer must
be vented to increase the temperature in proportion to
the pressure, and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of
Dion and Parker (2013).

Mycelial growth depending on the porosity of the
substrate
The shiitake mycelium had higher demand of oxygen
than other mushrooms, and the amount of porosity
increased due to the use of wood chips. As a result,
mycelial growth and density were estimated to be
Fig. 2.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Lentinula edodes
highest at 55% moisture content. The general moisture
‘Sanjo 701’ depending on the mixing time.
content of the sawdust medium is 65%, but for the case
of the shiitake, say that it is 55%. More than 5% of
Mycelial growth rate and density by sterilization
wood chips with a particle size of 5 mm mixed ensuring
method
the voids of particles had faster mycelial growth and
o
Total mycelial growth was 96mm/15 days at 100 C
better mycelial density than using the sawdust that is 3
o
sterilization and 88mm /15 days sterilization at 121 C.
mm and less in size (Royse, 2001).
Mycelial density was 3(+++) at normal pressure
According to Royse (2001), the yield varied according
sterilization while 2(++) at high pressure sterilization
to the sawdust size. The yield was lowest at <0.85 mm
(Fig. 3).
and it was highest at 2.8-4 mm. To give out the results,
Sterilizing the growth medium kills any potential
the wood chip showed the highest value of 5mm
biological contaminants before the mushroomwww.earticle.net
begin to
standard,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grow(Gerard, n.d.). Normal pressure sterilization has an
(Royse, 2001)

Fig. 3. Mycelial growth rate and density depending on the sterilization method mycelial density (+:weak, ++:normal,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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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effects of ligninolytic enzyme type on the mycelial response and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s among wood-rotting fungi, 4 fungal strains, Trichophyton rubrum LKY-7, Trichophyton rubrum LSK-27,
Pycnoporus cinnabarinus, and Trichoderma viride, were selected. Regarding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LKY-7 secreted
laccase and manganese peroxidase (MnP), P. cinnabarinus secreted only laccase, and LSK-27 secreted only MnP in glucosepeptone medium, while T. viride did not produce any ligninolytic enzymes. In the co-culture of LKY-7 with P. cinnabarinus, the
formation of aerial mycelium was observed and the enhancement of laccase activity owing to interspecific interaction appeared
to be very low. In the co-culture of LKY-7 and P. cinnabarinus with LSK-27, a hypha-free clear zone was observed, which resulted
in deadlock, and increased laccase or MnP activity was detected at the interaction zone. The interaction responses of LKY-7, P.
cinnabarinus, and LSK-27 with T. viride were characterized by the formation of mycelial barrages along the interface. As mycelial
barrages were observed at the T. viride territory and no brownish pigment was observed in the mycelial barrages, it is suggested
that laccase and MnP are released as part of an offensive response, not as a defensive response. The co-culture of P. cinnabarinus
with T. viride lead to the highest enhancement in laccase activity, yielding more than 14-fold increase in laccase activity with
respect to the mono-culture of P. cinnabarinus. MnP activities secreted by LKY-7 or LSK-27 was generally low in interspecific
interactions.
KEYWORDS: Aerial mycelium, Deadlock, Interspecific interaction, Ligninolytic enzyme

Introduction

secretion of extracellular enzymes, resulting in
enhancement of their ability to capture previously
Various fungi inhabitating in natural ecosystem come
colonized substrates or to defend their own substrate
across the same or different species during their fungal
(Baldrian, 2004; Hiscox et al, 2010; Ujor et al, 2012;
community development. These fungi may display
Ariebi et al, 2016). Noticeable outcomes of mycelial
combative interaction for habitats and resources, which
morphological change in interspecific interaction are
www.earticle.net
are extremely common in natural ecosystem. Combative
replacement and deadlock. The former occurs when one
fungal interactions lead to mycelial morphological
fungus gains the territory of another, the latter occurs
changes, production of antagonistic metabolites, and
when neither fungus gains headway in confrontation.
Sometimes partial replacement will result where initially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168-177
one fungus gains headway but subsequently deadlock
http://dx.doi.org/10.14480/JM.2017.15.4.168
ensues, or where both species make some ingress into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the territory held by the other (Bodd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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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fungi in interspecific interactions produce a wide
E-mail : jhc@sunchon.ac.kr
range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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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alcohols and ketones to high molecula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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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tic compounds and terpenes (Wheatly and Hack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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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wen et al, 2004). Certain VOC profiles have
both
stimulating and inhibitory effects on target mycelial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extension rate and hyphal coverage (Ariebi et al, 2016).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And also, VOCs may funtion as infochemicals signaling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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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ce of a competitor, or a potential mate, or a
secreted by each fungus. Thus, we selected 4 strains of
conspecific mycelium (Humphris, 2002).
wood-rotting fungi secreted the different type of
The enhancement of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ligninolytic enzyme, focusing on laccase and MnP. And
such as laccase and manganese peroxidase (MnP), has
we evaluated the effect of ligninolytic enzyme type
been observed during interspecific mycelial interactions
secreted by each strain on mycelial response and
of wood-rotting fungi (White and Boddy, 1992; Savoie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in interspecific
and Mata, 1999; Iakovlev and Stenlid, 2000; Chi et al,
interactions of wood-rotting fungi.
2007, Hiscox et al, 2010). Though laccase and MnP is
involved mainly in the degradation of lignin, it has
Materials and Methods
also known that these enzymes have various
Fungal strains and culture conditions
phys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the defence against
The fungal strains used in this study were
stressful conditions. As a defensive function, fungi
Trychophyton rubrum LKY-7 (LKY-7), Trychophyton
produce laccase and MnP in response to stress during
rubrum LSK-27 (LSK-27), Pycnoporus cinnabarinus (P.
interactions. Laccases can act upon phenolic
cinnabarinus), and Trichoderma viride (T. viride). The
compounds and convert them to free radicals such as
LKY-7 and LSK-27 were isolated from decayed
reactive quinone compounds (Rayner et al, 1994).
hardwood chip pile in the vicinity of Kwangyang,
These free radicals are involved in polymerization with
Chonnam (Jung et al, 2002; Bermek et al, 2004). P.
cell surface components resulting in a change in the
cinnabarinus were kindly supplied by Prof. Kaichang Li
hydrophobicity of the hyphal cell walls (Score et al,
(Oregon State University, USA). T. viride (ATCC
1997). This leads to chemical cross linking of adjacent
36316) was obtained from KCCM (Korea Culture
hyphae and formation of hyphal aggregations such as
Center of Microorganisms). These fungi were maintained
hyphal strands or barrages. Changes in hyphal
o
on potato dextrose agar (PDA) slants and stored at 4 C.
hydrophobicity could also help to protect the fungus
Interspecific interaction and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from hydrolytic enzymes of other organisms (Peiris et
were studied on glucose-peptone agar medium (GPA)
al, 2008). These reactive quinone compounds can also
(30 g glucose; 10 g Bacto-peptone; 1.5 g KH2PO4; 0.5 g
undergo polymerization to result in melanin and
MgSO4; 20 mg CuSO4; 12 mg MnSO4; 2 mg
melanin-like compounds which can act as physical
thiamine-HCl; Agar 20 g, per liter) at pH 5.
barriors for cell wall degrading enzymes of other
organisms (White and Boddy, 1992). Though
Interspecific interactions on agar plates
antagonistic fungal cultures is able to lead to higher
Interspecific interactions of 4 fungal strains were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through synergistic
www.earticle.net
performed on GPA plates with pairing in all possible
interactions, the extent of increase in enzyme
activity
combinations, focusing ligninolytic enzyme type (such
seems to depend on the particular species combinations
as laccase and MnP) secreted by each fungal strain. The
or on the mode of interaction between species, on the
inoculum of each strain was placed 30 mm apart at
innate enzyme producing ability of species, an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late to allow confrontation of the
microenvironmental or nutritional conditions of the
strains at the middle of the Petri dish. As the growth of
substrate in the colonization (Gutierrez-Correa and
T. viride is faster than that of other strains, LKY-7,
Tengerdy, 1997; Iakovlev and Stenlid, 2000).
LSK-27, and P. cinnabarinus were inoculated first, and
Fungi secrete a wide range of enzymes to decompose
T. viride was inoculated 3 days later. The inoculum, a 6
nutrient substrates. It has known that some fungi like
mm diameter mycelial plug, was cut out from actively
white-rot fungi produce ligninolytic enzymes, such as
growing mycelial edge on PDA. Mono-culturings
laccase and MnP, and others like brown-rot fungi do not
(self-pairing interactions) of wood-rotting fungi were
produce such enzym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se
used for evaluating the types and the activities of
ligninolytic enzymes such as laccase and MnP may have
ligninolytic enzyme secreted by wood-rotting fungi, and
some role to play in the offence and defence of fungi
also used as control. Three replicate plates were used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s. Also, the response of
for each experiment. All cultures were incubated in
interspecific interaction between wood-rot fungi could
o
darkness at 28 C for designated times.
be varied depending on ligninolytic enzym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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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laccase inhibitor, 20 mM sodium thioglycolate
and 20 mM L-cysteine were added to GPA respectively,
and the effect of laccase inhibition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 was assessed visually on GPA added 0.5 mM
ABTS, which is oxidized to have purple color.
Sampling and enzyme extraction
For the assay of laccase and MnP activity in
co-culturing of wood-rotting fungi, one mycelial plug (6
mm diameter) was aseptically harvested from each
region of the interaction zone (IZ) and non-interaction
zone (NIZ) of each strain at day 3 and 8 of cultivation
after mycelial contact, as shown in Fig. 1. In case of
mono-culturing of each strain, plugs were removed
periodically from the interaction zone for 8 days
cultivation after initial contact. Each plug, agar plus
mycelium, was pre-weighed, and then transferred to 1.5
ml Eppendorf tube, to which 200 ul of 50 mM sodium
tartrate buffer (pH 4.5) was added. Agar plus mycelium
in tube was homogenized thoroughly with glass rod,
and additional 800 ul of sodium tartrate buffer was
added to homogenate. Tubes were shaken gently for 30
min, and then centrifuged for 30 min with 12,000 × g
o
at 4 C. The supernatant was transferred into a 1.5 ml
Eppendorf tube, and enzyme activity assay performed
immediately.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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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 × 10 M cm ). One unit (U) of laccase activity
was defined as 1.0 umol of product formed per ml of
supernatant per minute under the assay conditions
(Eggert et al, 1996).
MnP acitivity was measured spectrophotometrically
3by monitoring the increase in Mn tartrate formation at
-1
-1
238 nm (εmax = 6,500 M cm ). Assay mixtures contained
0.1 mM sodium tartrate buffer (pH 4.5), 1 mM MnSO4,
0.1 mM H2O2, and MnP sample. One unit of MnP was
defined as 1 umol of product formed per ml of
supernatant per minute (Martínez et al, 1996).
Enzyme activities were normalized to the wet weight
(g) of agar plus mycelium for each sample.

Results and Discussion

Mono-culturing of wood-rotting fungi on agar plate
The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were measured
periodically during each mono-culturing of LKY-7, P.
cinnabarinus, LSK-27, and T. viride on GPA plate. As
shown in Fig. 2A, LKY-7 and P. cinnabarinus produced
relatively high level of laccase activities for short
cultivation time when grown on GPA plate, whereas
LSK-27 and T. viride did not produce laccase. Laccase
activities of LKY-7 and P. cinnabarinus peaked (about
-1
-1
4.3 Ug and 3.3 Ug , respectively) at day 2 and at day
1 of cultivation after mycelial contact, and thereafter
decreased gradually.
MnP was detected during mono-culturing of LSK-27
and LKY-7, as shown in Fig. 2B. Maximal MnP activity
-1
by LSK-27, approximately 0.75 Ug , were obtained at
www.earticle.net
day 5 of cultivation after mycelial contact, after which
MnP activity started to decline gradually. However, MnP
activities secreted by LKY-7 appeared to be very low
during the whole cultivation period, compared to that of
LSK-27.
No MnP activities were detected during mono-culturing
of P. cinnabarinus or T. viride. Of the ligninolytic
enzymes, laccase was secreted by LKY-7 and P.
cinnabarinus, and MnP was secreted by LKY-7 and
Fig. 1. Sampling regions for enzyme extraction during
LSK-27. On the other hand, T. viride did not produce
interspecific interaction. IZ; interaction zone, NIZ;
non-interaction zone.
any ligninolytic enzymes on GPA plate, though some
reports have shown the laccase production by
Enzyme assays
Trichoderma sp. including T. viride (Holker et al, 2004;
Laccase activity was determined spectrophotometrically
Velazquez-Cedeiio et al, 2004; Gochev et al, 2007). No
by measuring the oxidation of 2,2'azinobis(3lignin peroxidase was detected in any mono-culturing of
ethylbenzothiazoline-6-sulfonnic acid) (ABTS) in a
wood-rotting fungi used for experiments (data not
sodium tartrate buffer (50 mM, pH 4.5) at 420 nm (εmax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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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gninolitic enzyme production in mono-culturing of wood-rotting fungi. LKY-7; Trichophyton rubrum LKY-7,
LSK-27; Trichophyton rubrum LSK-27, P.c; P. cinnabarinus, T.vi; T. viride.
A; laccase activity, B; MnP activity

mycelium and laccase activity in this experiment,
because low level of laccase activity was detected at IZ
of two strains in co-culturing of LKY-7 with P.
cinnabarinus (see Table 1, 2). Especially, outcomes of
interspecific fungal interaction are not always the same,
even under apparently identical conditions (Boddy,
2000). Also in preliminary experiments, when LKY-7
was confronted with Coriolus versicolor which secreted
laccase and MnP too, no aerial mycelium was observed.
Instead, deadlock was found at the interface between
two strains.
On the other hand, when LKY-7 or P. cinnabarinus
were co-cultured with LSK-27 on a plate, they stopped
Mycelial responses
growing into the territory of one another in a boundary
When 6 pairings of 4 fungal species www.earticle.net
were coof interaction zone, and clear zone (free of hyphae) was
cultivated on GPA plate, as shown in Fig. 3, three
formed between the two mycelia, resulted in a deadlock
identifiable mycelial responses developed at the
(Fig. 3B and 3C). This mutual inhibition state lasted by
interfaces between the confronted strains. During
day 8 of cultivation.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co-culturing of LKY-7 with P. cinnabarinus (Fig. 3A),
pigment production in the interface after mycelial
each mycelium gradually intermingled in the interaction
contact. This behavior may be caused by unilateral
zone after mycelial contact, showing the formation of
action or by mutual interaction, due to the excretion and
aerial mycelium. As time goes on, the border between
diffusion of inhibitory substances (Esser and Blaich,
the two mycelia became hardly recognizable. White and
1994). Phenoloxidases are thought to play a defence role
Boddy (1992) indicated that aerial mycelium was often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 by oxidizing phenolic
produced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confronted
compounds into hypha-sealing polymers (Rayner et al,
isolates, associated with an intense region of enzyme
1994; Boddy, 2000). These results might suggest that
activity. Iakovlev and Stenlid (2000) also suggested that
when the strains (LKY-7 and P. cinnabarinus) secreted
enhancement of phenoloxidase activity could be
laccase were confronted with other one (LSK-27)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emergent mycelial
secreted MnP on a plate, each strain suppressed the
structures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s. However, no
mycelial extention of competitor with secreted lacca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emergence of aerial
or MnP. Consequently, in this experiment, it was
Interspecific interactions of wood-rotting fungi on
agar plates
Six pairings of 4 fungal species based on ligninolytic
enzyme type were grown on GPA plates. Combinations
of 4 fungal strains were as follows : co-culturing of
LKY-7 with P. cinnabarinus (laccase and MnP with
laccase), LKY-7 with LSK-27 (laccase and MnP with
MnP), LKY-7 with T. viride (laccase and MnP with
none-ligninolytic enzyme), P. cinnabarinus with LSK-27
(laccase with MnP), P. cinnabarinus with T. viride
(laccase with none), and LSK-27 with T. viride (MnP
with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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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ycelial response patterns in interactions of wood-rot fungi on GPA plates at day 8 of cutivation after mycelial contact.
A; interaction of LKY-7 with P. cinnabarinus, B; LKY-7 with LSK-27, C; P. cinnabarinus with LSK-27, D; LKY-7 with T. viride,
E; P. cinnabarinus with T. viride, F; LSK-27 with T. viride. The fungus mentioned first was inocul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late and that mentioned second on the right side.

thought that interspecific interaction of strains which
and the several species, such as A. bisporus, produced
secreted ligninolytic enzyme could lead to clear zone
high laccase levels but produced neither pigments during
formation by the action of laccase and MnP, in which
confrontation with T. harzianum nor reacted by forming
neither strain gained headway in confrontation, resulted
emergent mycelia.
in deadlock.
Also he suggested that the absolute level of
The interaction responses of LKY-7, P. cinnabarinus,
extracellular laccase activity was not related to the
LSK-27 with T. viride were characterized by formation
defensive strategy and laccase was one of the elements
of mycelial barrages along the interface (Fig. 3D, 3E,
of the system. Likewise, it could be that laccase or MnP
3F). Interestingly, the mycelial barrages in the
released by these 3 strains, LKY-7, P. cinnabarinus, and
co-culturing of each 3 fungal strain with T. viride were
LSK-27, are involved in the reaction of invasive
www.earticle.net
observed at mycelial territory of T. viride which
does
mycelial cords as part of offensive response against T.
not produce laccase or MnP, and no brownish pigment
viride. It may also be possible that T. viride was thought
was observed in mycelial barrages. Laccase and MnP in
to form the barrages against mycelial invasion or
interspecific interaction are thought to be involved in the
ligninolytic enzymes (laccase and MnP) secreted by
formation of pigments, which may indicate the
other wood-rotting fungi. As these behavior disagreed
formation of melanin compounds that could protect
with the results found in previous literatures, it needs
hyphal structures from hydrolytic enzymes and
further study later on the exact role of ligninolytic
antagonistic organisms (White and Boddy, 1992), and
enzymes in interspecific fungal interaction.
the formation of hyphal aggregations such as hyphal
strands or defensive barrages (Peiris et al, 2008). Also,
Ligninolytic enzyme produc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works (Score et al, 1997;
Agar cultures have been used qualitatively to stain for
Boddy, 2000), obviously mycelial barrages in response
laccase activity and to quantify laccase acitivity during
to competition are formed at the region of wood-rotting
interspecific interactions (White and Boddy, 1992;
fungi which secreted laccase or MnP. In contrast, Savoie
Ikovlev and Stenlid, 2000). Qualitative ligninolytic
et al. (2001) repor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nzyme productions during interspecific interaction of
laccase activity and reaction to attack by a competitor
wood-rotting fungi were evaluated by co-culturing them
could not be uniformly attributed to white-rotting fungi,
on GPA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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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by LKY-7 during co-culturing
Daysa

Enzy-meb
Lac.

3
MnP
Lac.
8
Mn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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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g

Zonec

Ligninolytic enzyme activity (U/g, wet weightd)
Mono-culturing

LKY-7 with P.c

LKY-7 with LSK-27

LKY-7 with T.vif

IZ

3.94±0.40

4.96±0.84

15.07±2.34

23.12±2.37

NIZ

5.73±0.19

5.54±0.29

6.12±1.02

6.27±1.65

Trace

Trace

Trace

IZ

0.71±0.15

0.74±0.14

7.15±0.73

33.99±3.02

NIZ

1.34±0.08

1.52±0.17

4.72±0.51

22.27±2.83

Trace

Trace

Trace

IZ
NIZ

IZ
NIZ

g

e

0.25±0.08
0.16±0.03

0.32±0.10
0.18±0.03

Cultivation days after initial contact of mycelia
Lac.; laccase, MnP; manganese peroxidase
IZ; interaction zone, NCZ; non-interaction zone
wet weight of agar plus mycelium
P. cinnabarinus
T. viride
below 0.1 U

The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secreted by
with respect to mono-culturing of LKY-7. And also in
LKY-7 in co-culturing with other wood-rotting fungi
co-culturing of LKY-7 with LSK-27 which resulted in
were summarized in Table 1. The enhancement of
deadlock, the enhancement of laccase activity was
laccase activity by LKY-7 was much higher at day 8
detected, yielding more than 4-fold increase in laccase
than at day 3 of cultivation in co-culturing of LKY-7
activity. These increases in laccase activity were likely
with LSK-27 or T. viride. On the other hand, in
due to LKY-7 because LSK-27 and T. viride was
mono-culturing of LKY-7 or in co-culturing with P.
unable to produce laccase on GPA. In contrast, in
cinnabarinus, laccase activities decreased significantly
co-culturing of LKY-7 with P. cinnabarinus which
at day 8 of cultivation. Also, laccase activities
resulted in formation of aerial mycelium, laccase
secreted by LKY-7 at IZ were higher than at NIZ in
activities secreted by LKY-7 showed to be low level,
co-culturing of LKY-7 with LSK-27 or T. viride,
similar with that of mono-culturing of LKY-7.
although at day 8 of cultivation laccase activities were
Throughout all interaction of LKY-7 with
distributed homogeneously to some extent at IZ and
wood-rotting fungi, the levels of MnP activity secreted
www.earticle.net
NIZ as compared with initial day of interaction
(at
by LKY-7 appeared to be trace or very low, as
day 3). This is in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White
maximum activity of MnP below 0.3 U/g could be
and Boddy (1992), who found that zone lines of
measured at day 8 of cultivation in co-culturing with P.
interacting
wood-decaying
fungi
have
higher
cinnabarinus.
phenoloxidase and peroxidase activities than adjacent
The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secreted by P.
parts of the mycelium. However, in mono-culturing of
cinnabarinus when P. cinnabarinus was co-cultured with
LKY-7 or co-culturing with P.c, laccase activities by
other wood-rotting fungi were shown in Table 2. In
LKY-7 at IZ were relatively lower than at NIZ.
co-culturing of P. cinnabarinus with LKY-7, laccase
Several reports have shown that the extracellular
activities secreted by P. cinnabarinus generally were a
laccase activities secreted by many white-rot fungi
low level, similar with that of mono-culturing of P.
were enhanced when they were co-cultivated with
cinnabarinus. And laccase activities by P. cinnabarinus
Trichoderma or bacteria (Savoie et al, 2001; Baldrian,
at IZ were relatively lower than at NIZ in mono-culturing
2004; Velázquez-Cedeño et al, 2004; Zhang et al,
of P. cinnabarinus or in co-culturing with LKY-7. These
2006). The highest enhancement in laccase activity
results suggest that laccase itself secreted by P.
occurred when LKY-7 was co-cultured with T. viride
cinnabarinus and LKY-7 suppressed the secretion of
which resulted in formation of mycelial barrage,
laccase each other as a defensive or an offensive
yielding more than 8-fold increase in laccase activity
response, as was the case in LKY-7. Also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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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by P. cinnabarinus during co-culturing
Days

Enzy-me

Zone

Lac.
3

P.c with LSK-27

P.c with T.vi

IZ

2.1±0.26

2.29±0.33

8.04±0.61

20.86±2.47

NIZ

3.3±0.38

3.60±0.51

3.08±0.30

7.75±0.38

N.D

N.D

N.D

N.D

IZ

0.47±0.08

0.60±0.06

8.76±1.58

42.88±3.35

NIZ

1.65±0.05

2.14±0.29

5.44±0.62

29.90±2.20

N.D

N.D

N.D

N.D

a

NIZ

Lac.
8

IZ

M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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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with LKY-7

IZ

MnP

a

Ligninolytic enzyme activity (U/g, wet weight)
Mono-culturing

NIZ

not detected

preliminary experiment, it showed that when Coriolus
showing the enhancement of MnP activity caused by
2+
is known to regulate MnP in
versicolor which secreted laccase on GPA was
interaction. Mn
white-rotting fungi. Hiscox et al. (2010) observed that
co-cultured with LKY-7, laccase activity by Coriolus
2+growth on Mn enriched medium stimulated MnP
versicolor decreased significantly (data not shown). The
activity in T. versicolor self-pairing, and during
highest enhancement of laccase activity was obtained
interaction, the pattern of MnP activity at the IZ was
when P. cinnabarinus was co-cultured with T. viride,
similar to the pattern of laccase activity. However, in
yielding more than 14-fold increase in laccase activity at
2+
this study, as Mn was added to GPA with a basal
day 8 of cultivation with respect to mono-culturing of P.
level of 12 ppm, MnP activity seemed to be relatively
cinnabarinus. No MnP activity was observed in the
low and the stimulation effect of MnP activity was not
interaction of P. cinnabarinus with wood-rotting fungi.
pronounced even in co-culturing of LSK-27 with T.
Some reports have shown that MnP activity increased
viride. No laccase activities were observed both in
in interactions of white rot fungi, although not the same
mono-culturing of LSK-27 and in co-culturing with
extent as laccase activity (Koroleva et al, 2002;
wood-rotting fungi.
Baldrian, 2004; Chi et al, 2007). MnP activities were
Although T. viride was unable to produce laccase and
detected with low level both in mono-culturing and in
MnP on GPA, some laccase activities were detected at
co-culturing of LSK-27 with wood-rotting fungi, as
IZ of T. viride during the co-culturing with LKY-7 and
shown in Table 3. Only in co-culturing of LSK-27 with
P. cinnabarinus (data not shown). But these laccase
T. viride, MnP activity secreted by LSK-27 www.earticle.net
showed a
activities were thought to be that laccase secreted by
little increase at day 8 of cultivation, while levels of
LKY-7 or P. cinnabarinus penetrated into IZ of T. viride
MnP activity in co-culturing with other fungi were
territory during interaction (see Fig. 4).
similar with that of mono-culturing of LSK-27, not
Table 3.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by LSK-27 during co-culturing
Days

Enzy-me
Lac.

3
MnP
Lac.
8
MnP

Zone

Ligninolytic enzyme activity (U/g, wet weight)
Mono-culturing

LSK-27 with LKY-7

LSK-27 with P.c

LSK-27 with T.vi

N.D

N.D

N.D

N.D

IZ

0.45±0.07

0.70±0.13

0.88±0.15

1.06±0.20

NIZ

0.61±0.03

0.34±0.07

0.65±0.11

0.63±0.12

N.D

N.D

N.D

N.D

IZ

0.69±0.17

0.30±0.13

0.72±0.12

1.58±0.44

NIZ

0.89±0.10

0.43±0.09

0.93±0.30

0.78±0.13

IZ
NIZ

IZ
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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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wth patterns of P. cinnabarinus during co-culturing of P. cinnabarinus with T. viride on GPA added 20 mM
L-cysteine as a laccase inhibitor. Laccase activities were visualized with the addition 0.5 mM ABTS. A~D; the front of plate,
a~d; the back of plate, A, a and C, c; non-addition of laccase inhibitor, B, b and D, d; addition of 20 mM L-cysteine.

Effect of laccase inhibitor on interspecific
At the back of plate, developing purple coloration
interaction
with the addition ABTS was observed at only the
Larkshmanan and Sadasivan (2016) suggested that
territory of P. cinnabarinus, which indicated the
laccase secretion may be a requisite for T. viride to
localization of extracellular laccase activity during the
compete with other antagonistic microbe as a results of
interaction of P. cinnabarinus with T. viride. And it
laccase inhibitor addition in the antagonistic pairing
showed that this purple color gradually penetrated into
experiments.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the laccase
the territory of T. viride with cultivation time, although
role in conferring defense against antagonism of
the concentration of purple color became faint according
microorganisms, 20 mM sodium thioglycolate and 20
to the addition of laccase inhibitor. From these results, it
mM L-cysteine as a laccase inhibitor were added to
may also be confirmed that when LKY-7, P.
GPA, respectively, and to visualize the location of
cinnabarinus, and LSK-27 were confronted with T.
laccase activity, 0.5 mM ABTS was added to GPA, on
viride, these strains released laccase or MnP as part of
which P. cinnabarinus was co-cultured with www.earticle.net
T. viride.
an offensive response against T. viride, not as a
However, although excess inhibitor of 20 mM was
defensive response, and T. viride formed the mycelial
added to GPA, the activities of laccase by P.
barrages against mycelial invasion or ligninolytic
cinnabarinus during co-culturing with T. viride were
enzymes.
inhibited to the level of about 35% in addition of
sodium thioglycolate and 55% in addition of L-cystein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laccase activity of non-addition of
To evaluate mycelial response and ligninolytic enzyme
inhibitor (data not shown). Larkshmanan and Sadasivan
production in interspecific interaction, 4 strains of
(2016) reported that when laccase activity by T. viride
wood-rotting fungi were paired and co-cultured in
was inhibited by the addition of laccase inhibitor (10
accordance with ligninolytic enzyme type secreted by
mM sodium thioglycolate), the growth of T. viride was
each strain. In co-culturing of LKY-7 with P.
significantly reduced in co-culturing of T. viride with
cinnabarinus, the formation of aerial mycelium was
Bacillus sp. In contrast with that, as shown at the front
observed, and the enhancement of laccase activity by
of plate in Fig 4, there were no clear differences in
interspecific interaction appeared to be very low. When
growth pattern of P. cinnabarinus between addition of
LKY-7 and P. cinnabarinus were co-cultured with
laccase inhibitor and non-addition of inhibitor during
LSK-27, clear zone (free of hyphae) was observed,
co-culturing with T. vi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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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analysis of hazardous
materials in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Byung-Eui Lee1,*, Tae-Hyun Kim1, Chan-Jung Lee2, Yong-Gyun Kim3, and Byung-Joo L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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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is the world's leading quality certification for food safety.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2006, its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particular, food safety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ociety, and food safety is directly linked to health. The core of GAP certification is the traceability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esticide residues, heavy metals, and microbes. In
the present study,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n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and associated cultivation materials
were analyzed. Tricyclozole (0.0144 ppm), flubendiamide (0.147 ppm), and trifloxystrobin (0.0340 ppm) were detected in rice
straw and wheat straw, and carbendazim (0.0142 ppm) was detected in mixed wheat straw and rice straw medium. Lead and
cadmium were detected at levels higher than the standard level in rice straw and mixed medium. However, lead and
cadmium were not detected in mushrooms, and levels of arsenic and mercury were below the safety limi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dual pesticides and heavy metals are safely managed in the investigated mushroom speci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f these materials are adequately managed in the surroundings during cultivation, all
hazardous materials can be managed during mushroom production.
KEYWORDS: Button mushroom, GAP, Hazarous materials, Heavy Metals, Residual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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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농산물
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세계시장
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저투입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하고자 하여 2006년 도입되었
다(FAO's Strategy towards a Food Chain Approach for
Food Safety and Quality).

GAP 농산물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178-182
http://dx.doi.org/10.14480/JM.2017.15.4.178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버섯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버섯류가 매일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양송이버섯은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재배되는 버섯이다(Hood et al,
2004). 버섯류 중에서 단백질 매우 높고, 식이섬유와 비타
민 D2, D4가 풍부하여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버
섯으로(Irazoqui et al, 1997; Nasiri et al, 2013, Urbain
et al 2016). 약리학적으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밖에 항산화, 면역력증강 및 항암효과 등이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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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eong et al, 2010; Kent et al, 2003; Barros et al,
2008; Jagadish et al, 2009).
국내의 양송이버섯의 재배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볏짚
을 이용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배방식
이 기존의 재배방식으로 생산되고 비하여 양송이재배 선
진국인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발효방식 및 시설이 선
진화되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어 GAP 인증에 따른 관리가 편리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양송이버섯 재배환경은 시설과 인식에 대
한 부족으로 아직도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어 이러한 요
인 등으로 국내 양송이버섯의 GAP 인증이 5% 수준에 머
무르고 있으므로 날로 GAP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국내·
외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의 인식도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10). 특히 GAP 인증
은 이력추적제를 기반으로 다른 인증보다도 잔류농약ㆍ중
금속 및 미생물에 대한 위해물질관리가 핵심사항이다. 잔
류농약과 중금속은 국내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며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
도 농산물의 위해성도 위험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GAP 인
증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현실이다.
이렇게 GAP 인증에 대한 중요성으로 많은 재배농가에
서 인증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선뜻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GAP의 인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본 연구를 수
행하였다.

Discorvery MAX으로 LC-MS/MS검출기를 사용하여 시
료를 5 uL씩 주입하여 나타난 chromatogram 상의 peak
면적을 표준검량선과 비교하여 농약의 잔류량을 산출하
였다.
무기물(중금속)분석
무기물(중금속)의 분석은 ICP(Perkin Elmer) 기기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는 검체를 건
조시킨 후 분쇄하여 극초단파분해용 용기에 검체 0.2 g
달아 넣은 후 질산 7 ml 를 넣어 극초단파 분해장치에
o
장착하여 최고온도 200 C에서 30분간 분해한 후 상온으
로 식힌 다음 분해물을 5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용
기 및 뚜껑을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50 mL로
조절하였으며, 공시험액도 검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
하였다.
Table 1. Analysis of residual pesticides in rice straw and
straw
Type(ppm)

Rice straw

Straw

Tricyclazole

0.0104

-

Flubendamide

0.0147

-

Trifloxystrobin

-

0.0340

볏짚과 밀짚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볏짚에서는 Tricyclazole
0.0104ppm과 Flubendiamide 0.147 ppm이 검출되었으며
밀짚에서는 Trifloxystrobin 성분이 0.0340 ppm이 검출되었
으나 Tricyclazole과 Flubendiamide의 잔류농약 최대 허용
재료 및 방법
기준이 기타농산물 기준 0.05 ppm이며, Trifloxystrobin의
잔류농약은 최대 허용기준이 0.2 ppm이므로 검출된 성분
본 연구는 사용한 주원료 볏짚은 국내산(충남 부여, 경
및 항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버섯재배용 원재료로 적합
기 김포), 밀짚은 파키스탄산을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솜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 옥수수대는 중국산을 사용하였으며, 양송이버섯은 동
www.earticle.net
볏짚과 밀짚, 옥수수대, 솜의 등의 혼합배지에 대한 1,
일 재배농가에서 재배한 버섯을 사용하였다.
2차 잔류농약 분석결과 Tricyclazole는 볏짚 70% + 밀짚
30% 시료군에서 최대 0.0306 ppm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
잔류농약 및 무기물 분석
였으며, Flubendiamide도 볏짚 80% + 솜 20% 시료군에
잔류농약의 GC 기기분석조건은 NAQS의 GC 기기분석
서 최대 0.0280 ppm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였다. 살진균제
조건을 사용하였고, Culumn은 DB-5(30 m ×0.25 mm(i.d),
성분인 Carbendazim은 밀짚 80% + 볏짚 20% 시료군에
0.25 um)를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은 0.05, 0.1, 0.2, 0.5 및
서만 0.0142 ppm 검출되었다. Carbendazim은 강한 독성
1.0 mg/kg으로 총 5point를 사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그
을 가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는 0.01 ppm 이하
렸다. 사용장비는 Agilent GC 7890으로 GC의 micro로 규정되어 있어 버섯으로의 이행 또는 검출이 중요하다
ECD검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1 uL씩 GC에 주입하여
고 판단되었다.
나타난 chromatogram 상의 peak 면적을 표준검량선과 비
볏짚과 밀짚의 중금속 분석결과 볏짚은 납(Pb)은 최대
교하여 농약의 잔류량을 산출하였다.
14.43 ppm, 카드뮴은 15.74 ppm 검출었으며, 비소(As)는
잔류농약의 LC-MS/MS 분석기기는 Finnigan Surveyor
최대 3.02 ppm과 수은(Hg) 0.05 ppm 검출되었다. 양송이
HPLC system with autosampler를 사용하였으며, Culumn
버섯의 중금속 기준치가 납과 카드뮴 모두 0.3 ppm이라
은 Capcell PAK MGII (100 × 2.0 mm, 3 µm, Shiseido)
규정되어 있어 버섯으로의 이행 또는 검출이 중요하다고
를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은 0.01, 0.02, 0.05, 0.1, 0.2,
판단되었다.
0.5, 1.0 및 2.0 mg/kg으로 총 8point를 사용하여 표준검
볏짚과 밀짚, 옥수수대, 솜의 등의 혼합배지에 대한 1,
량곡선을 그렸다. 사용장비는 Thermo사의 TQS 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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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residual pesticides in mixed media
Type(ppm)

Straw 80
+ Rice straw 20

Rice straw 70
+ Straw 30

Rice straw 70
+ Corn stand

Rice 80 + Cotton 20

Corn stand
+ Cotton 30

Tricyclazole

0.0017

0.0270

0.0279

0.0182

0.0021

Flubendamide

0.0168

0.0153

0.0049

0.0231

-

Carbendazim

0.0071

-

-

-

-

뮴의 검출함량이 양송이버섯의 중금속 기준보다 높아 버
섯으로의 이행 또는 검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볏짚배지와 볏짚, 밀짚, 옥수수대, 솜 등의 혼합배지에
서 생산된 양송이버섯을 잔류뇽약 24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종의 양송이버섯 시료 전부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검출한계 0.002 ppm). 따라서 배
지에서 일부 검출된 잔류농약은 버섯으로의 이행이 없음
을 확인하였다.
볏짚배지와 볏짚, 밀짚, 옥수수대, 솜 등의 혼합배지에
서 생산된 양송이버섯을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6종의 양송이버섯 시료 전부 양송이버섯 중금속 기
준인 납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소도 불검출 되
었으며 수은만이 최대농도 0.02 ppm 수준으로 검출되어
배지에 함유된 중금속이 버섯으로의 이행 없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heavy metal contents in rice straw and
straw
Rice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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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ppm)

Straw

1

2

Lead(Pb)

14.43

7.54

0.00

Cadmium(Cd)

1.31

1.51

0.00

Arsenic(As)

1.31

3.02

0.00

Mercury(Hg)

0.04

0.05

0.01

2차 중금속 분석결과 납(Pb)이 볏짚 70% + 밀짚 30% 시
료군에서 최대 8.04 ppm 검출되었으며, 카드뮴(Cd)은 볏
짚 70% + 옥수수대 30% 시료군에서 최대 1.89 ppm 검
출되어서 혼합배지에서 납과 카드뮴의 주 검출 원인는 볏
짚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밖에 비소(As)와 수은(Hg)은 볏
짚 시료 수준에서 검출되었다. 혼합배지에서도 납과 카드
Table 4. Analysis of heavy metal contents in mixed media
Straw 80 +
Rice straw 20

Type(ppm)

Rice straw 70 +
Straw 30

Rice straw 70 +
Corn stand

Rice 80 + Cotton 20 Corn stand + Cotton 30

1

2

1

2

1

2

1

2

1

2

Lead(Pb)

6.43

5.59

7.32

8.04

5.73

7.55

5.59

5.80

3.52

4.17

Cadmium(Cd)

1.61

1.12

1.22

1.34

1.43

1.89

1.12

1.16

0.00

1.04

Arsenic(As)

3.22

3.36

2.44

2.68
2.87
1.89
www.earticle.net

3.36

2.32

0.00

1.04

Mercury(Hg)

0.04

0.04

0.04

0.04

0.05

0.01

0.02

0.04

0.05

0.04

Table 5. Analysis of residual pesticides in button mushroom
Type(ppm)
Residual Pesticide

Button mushroom
1

2

3

4

5

6

ND

ND

ND

ND

ND

ND

*ND : Not detection

Table 6. Analysis of heavy metal contents in button mushroom
Type(ppm)

Button mushroom
1

2

3

4

5

6

Lead(Pb)

ND

ND

ND

ND

ND

ND

Cadmium(Cd)

ND

ND

ND

ND

ND

ND

Arsenic(As)

ND

0.88

0.94

0.98

ND

ND

Mercury(Hg)

0.020

0.016

0.015

0.010

0.014

0.006

*ND : No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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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있는 GAP 기준의 양송이버섯 재배는 현시점에 매우 중
요하다. 연구결과 양송이버섯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인
Diflubenzuron과 Prochloraz의 불검출과 245종 잔류농약
분석결과 6종의 양송이버섯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어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관된 연구결
과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 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배과정에서는 농약사용을 근본적으
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재배사 및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금속 분석결과도 배지에서는
양송이버섯의 중금속 분석기준인 납과 카드뮴이 모두 기
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버섯으로의 이행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으나 6종의 양송이버섯 시료군 모두 납과
카드뮴이 불검출 되었으며 비소와 수은도 안전한 수준으
로 확인되어 양송이버섯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국내산 양송이버
섯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어 GAP 인증 수준에서 적절
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배과정에서의 각종 오염원, 물관
리 등 모든 주변관리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위해
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AP 인증에서
위해요소인 미생물관리에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배자와
재배사 및 재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시관리는 GAP 양
송이버섯 재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GAP 양송이버섯 재배를 위한 위해물질 환경설정을 위
한 원재료와 양송이버섯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결과
원재료인 볏짚에서는 잔류농약 성분으로 도열병 방제약제
인 Tricyclazole이 0.0104 ppm이 검출되었으며 볏짚과 옥
수수대의 혼합배지에서는 0.0279 ppm 검출되었다. 살충
제성분인 Flubendiamide는 볏짚에서 0.0147 ppm 검출되
었으며 볏짚과 솜의 혼합배지에서는 0.0231 ppm 검출되
었다. Trifloxystrobin은 밀짚에서만 0.0340 ppm 검출되었
으며 Carbendazim은 밀짚과 볏짚의 혼합배지에서만 0.0071
ppm 검출되었다. 그러나 동일배지로 재배한 양송이버섯
6종은 모두 잔류농약이 불검출되어 배재단계에서의 배지
와 버섯의 잔류농약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금속
은 볏짚을 비롯한 혼합배지에서 납과 카드뮴이 모두 검출
되었으며 납은 볏짚 시료에서 14.43 ppm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카드뮴은 밀짚과 볏짚의 혼합시료에서
1.61 ppm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비소는 밀짚과 볏짚
혼합배지에서 3.37 ppm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수
은은 볏짚과 옥수수대 혼합배지에서 최대 0.05 ppm과 옥
수수대와 솜의 혼합배지에서 0.01 ppm으로 가장 적게 검
출되었으며 대부분 0.04 ppm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따라
서 중금속 성분은 식품공전상 양송이버섯의 중금속 기준
은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표고, 송이버섯, 팽이버섯,
감사의 글
목이버섯과 동일한 0.3 ppm 이하이나 배지에서 기준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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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istic effect of phosphate solubilization by Burkholderia
strains isolated from button mushroom bed
Ji-Hoon Park, Chang-Hoon Han, and Min-Ho Yoon*
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Chemistr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ynergistic effect of single inoculation and co-inoculation of phosphate-solubilizing
bacteria (PSB) Burkholderia metallica 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Phosphate-solubilizing abilities of these strains
were assessed by measuring phosphorus content in culture media that were singly inoculated or co-inoculated with these strains
for 7 days. B. metallica JH-7 was found to release the highest content of soluble phosphorus (140.80 µg mL ) into the medium,
followed by single inoculation of B. contaminans JH-15 (135.95 µg mL ) and co-inoculation of two strains (134.84 µg mL ). The
highest pH reduction, organic acid production, and glucose consumption were observed in the medium inoculated with B.
metallica JH-7 alone compared with that in the medium co-inoculated with both the strains. Results of a plant growth promotion
bioassay showed 17.4% and 7.48% higher leaf and root growth, respectively, in romaine lettuce inoculated with B. metallica JH-7
alone than in romaine lettuce inoculated with a control strain.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single
inoculation and co-inoculation of these strains with respect to phosphorus release and plant growth. Although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did not show the synergistic effect of phosphate solubilization by the PSB strains examin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reatment with PSB exerts a beneficial effect on crop grow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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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YWORDS: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Burkholderia metallica JH-7, Phosphate solubilization, Plant growth, Synergy effect

서 론

(N)와 가리(K) 와 함께 작물생육에 3대 비료성분이다. 인
www.earticle.net
산은 용해도가 낮고 토양 시비 시 goethite나 ferrihydrite
와 같은 철수산화물, 비정질의 aluminosilicate 광물,
imogolite 및 allophone 등과 같은 주요 광물을 쉽게 흡착
되어 불용성 형태로 고정화 된다(Khalimi et al, 2012;
Lee et al, 2012).

인은 식물체의 핵산, 세포막의 인지질 등의 구성성분으
로 식물의 생장과 분화과정에 중요한 영양성분으로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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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토양 중에 제공된 인산은 거의 대부분이 Al , Fe ,
2+
Ca 등의 양이온과 결합하여 불용성상태인 AlPO4, FePO4,
Ca5(PO4)3OH 으로 고정화되거나, 또는 유기물과 결합하
여 phytin과 같은 불용성 인산형태로 토양에 존재하여 염
류집적 및 농업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Sane
et al, 2007; EI-Yazeid and Abou-A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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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양 내에서
Ca5(PO4)3OH 등의 양이온과 결합하여 고정화된 불용성
인산염을 가용화시켜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효율
적인 방법으로 근권미생물(rhizosphere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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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인 인산가용화균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 왔다(Qureshi et al, 2011; Egamberdieva, et al, 2015).
근권에서 식물생육을 촉진하는 미생물인 대표적인
PGPR(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a)균으로 알려
진 인산가용화균은 토양 중에서 chelate 물질로 작용하는
succinic acid, glutamic acid 등의 유기산을 분비하여 토
양 내 pH 저하 시킴으로서 고정화 인산의 용해도를 증가
3+
3+
2+
시키고, 이로 인해 인산과 결합된 Al , Fe , Ca 이온 등
을 해리시켜 토양 내 가용화 인산(soluble phosphorus) 함
3+
량을 증진시켜주며, 또한 Al 의 독성도 줄여주고, 토양의
양분순화 및 작물의 양분흡수를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미생물이다(Rodríguez and Fraga, 1999; Reyes
et al, 2002; Mundra et al, 2011).

용액 99 mL이 담긴 플라스크에 넣어 30 분간 진탕한 후
진탕한 용액 1 mL을 0.85% NaCl 용액이 9 mL 담긴 플
라스크에 넣어 희석한 후 희석용액을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희석하여 희석액 100 μL을 NBRIP배지에 도말하여 균
o
주분리를 하였다. 도말한 배지는 40 C Incubator에 넣고 배
양하였고 배지 내 투명한 부분이 형성된 Colony를 다시
NBRIP 배지에 계대배양 하여 순수분리하였다. 19개의 시
료 중 5 개의 시료에서 인산가용화 능력을 갖는 박테리아
를 발견하였고 이 중에서 배지 내 투명환(Clear zone)을 형
성하는 크기가 크고 빠르게 형성하는 Burkholderia
metallica JH-7와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을 이용
하여 실험하였다.

그동안 인산가용화균에 관한 연구는 Pantoea agglomerans
(Khalimi et al, 2012), Burkholderia cepacia (Braz and

미생물 배양
전배양은 투명환을 형성하는 단일 Colony를 갖는 선발
한 두 종의 박테리아를 각각 NB(Nutrient Broth)배지 25
o
mL이 담긴 100 mL Flask에 접종하여 30 C의 항온실에
서 150rpm으로 48 시간 진탕배양하였다. 전배양액을
NBRIP 액체배지 200 mL가 담긴 500 mL Erlenmeyer
Flask에 각 각 1 mL 접종하여 본배양하였다. 그리고 두
종의 인산가용화 박테리아의 시너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B. metallica JH-7와 B. contaminans JH-15을 배양한
전배양액을 각각 0.5 mL씩 합이 1 mL이 되도록 동시접
종하였고, 멸균한 NBRIP 액체배지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
o
다. 본배양한 액체배지는 30 C의 항온실에서 7 일간 150 rpm
으로 진탕배양하였다. 처리구는 control, B.metallica JH-7,
B.contaminans JH-15 및 B.metallica JH-7와 B.contaminans
JH-15 동시접종이며 3 회 반복 실험하였다.

Nahas, 2012) 와 4 종의 Burkholderia 및 여러 종의
PSB(phosphate solubilizing bacteria)를 콩의 인산가용화
실험(Fernandez et al, 2008). Pseudomonas aeruginosa
(Ahuja et al, 2007) 등의 세균과, Aspergillus awamori
(Walpola et al, 2013) 및 Penicillium rugulosum (Reyes
et al, 2002)등의 곰팡이를 이용한 식물생장촉진효과 및
병원성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
고되었다. 또한 인산가용화 능력은 인산가용화균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인산가용화 세균과 세균 간의, 그리고 인산가용화 세균과
인산가용화 곰팡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길항작용 또
는 시너지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Braz and
Nahas 2012; Walpola and Yoon, 2013; Park et al, 2016).

인산가용화 능력을 가지는 PGPR 미생물을 이용한 미
가용화인의 함량분석
생물비료의 개발은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화학비료의 연속
본배양한 배지는 1일, 3일, 5일, 7일차 간격으로 pH, 배
적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환경문제와 농업 생산성의
www.earticle.net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미생물
지 내 잔류당, 가용화된 인의 함량, 유기산 생성분석을 하
을 이용한 미생물비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생물간의
였으며 배지 내 가용화된 인의 함량분석은 Phosphomolybdate
blue color method(Murphy and Riley, 1962)
상호작용에 의한 길항작용이나 시너지효과를 확인하고,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미
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배양액 1.5 mL을 1.5 mL Tube
생물비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송이배지
에 담은 후 Centrifuge를 이용하여 13000 rpm으로 3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50 mL Volumetric Flask에 100 μL
로부터 분리한 인산가용화 세균인 Burkholderia metallica
넣은 후 발색시약을 8 mL 넣어 증류수를 Volumetric
JH-7와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을 이용하여 배
Flask의 50 mL 표시선까지 채운 후 10 분간 대기하였다.
지에 배양 시 두 균간의 인산가용화능에 관한 상호작용을
가용화된 인의 함량이 많을수록 Ammonium para확인하기 위하여 단일접종과 동시접종에 따른 인산가용화
효과와 작물생장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molybdate 발색시약과 반응하여 진한 푸른빛을 띄게 되며
10 분이 지난 후에 Spectrophotometer(GENESYS 10S
UV-VIS. Thermo, USA) 를 이용하여 660nm에서 흡광도
재료 및 방법
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인산가용화균의 분리
인산가용화 박테리아는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양송이
배지의 pH 및 잔류당 분석
재배농가의 양송이배지로부터 분리하였다. 각 농가로부터
pH 는 배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된 pipet 으로 일정
19개의 양송이 배지를 채취하여 배지 1 g을 0.85% NaCl
량 덜어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지 내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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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석은 DNS(3,5-dinitrosalicylic acid)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시험관(18 mmФ× 150 mmH)에 시료 1 mL과
o
DNS시약 3 mL를 첨가 후 100 C의 물이 있는 수조에 15
분간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냉각한 후 Spectrophotometer
(GENESYS 10S UV-VIS. Thermo, USA)를 이용하여
55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PLC에 의한 유기산 분석
유기산 생성분석은 배지 내 존재하는 균이 생성한 유기
산을 정성적, 정량적 분석하였으며 1260 series HPLC
(Agilent Technologies, C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동상 용매는 0.008M H2SO4를 100%로 사용하였고
칼럼은 Inertsil ODS-3V column (150×30 mm I.d.
o
particle size 3 µm)을 사용하였으며 칼럼온도는 40 C, 검
출파장(Detection wavelength)은210 nm로 설정하였고 시
료는 자동주입으로 10 μL 주입하였으며 유속(flow rate)
-1
은 0.2 mL min 로 20 분간 분석하였다.
상추재배실험
두 종의 인산가용화 박테리아를 각각 접종하였을 때와 동
시접종하였을 때 식물생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
여 상추를 이용한 Pot실험을 하였다. 2017년 5월 5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총 4주 동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의 온실에서 재배하였으며 상추는 묘목상태로 구입하
-1
여 사용하였고 화분에 상토를 담은 후(NH2)2CO320mgKg ,
-1
KCl60mgKg 를 각 Pot마다 처리하였으며 인은 Ca3(PO4)2
를 350mg Kg-1 처리하였으며 처리조건은 접종하지 않은
Control, Control + TCP (Tri-Calcium phosphate) 처리구와
B.metallica JH-7, B.metallica JH-7 + TCP, B. contaminans
JH-15, B.contaminans JH-15 + TCP, B.metallica JH-7 +
B.contaminans JH-15, B.metallica JH-7 + B.contaminans

Fig. 1. Phylogenetic trees showing the position of the isolated
phosphate solubilizing bacterial strains JH-7 and JH-15 with
respect to related species. The scale bar indicates 0.005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position and accession numbers
are given in parenthesis.

와 99.71%의 상동성을 보였다(Fig. 1).

8 개의 처리구를www.earticle.net
이용하여

JH-15 + TCP 접종 처리구 총
실험하였다(n=3). 접종할 배양액은 25 mL NB배지에 배
양한 액을 사용하였으며 1 주일 간격으로 각 포트당 1
mL씩 배양하였으며 물에 10배 희석하여 고르게 분배되
도록 접종하였다. 매주마다 잎의 길이, 잎의 폭, 잎의 수,
뿌리길이, 전체길이를 측정하여 처리군마다 생장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리균의 동정
NBRIP배지에 희석평판법을 이용하여 순수분리한 선발
균주들 중 투명환의 크기가 큰 두 균주 (JH-7와 JH-15)를
최종 선발하여 16S rRNA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여
NCBI Genbank System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확인하였
다. 확인 결과 JH-7은 Burkholderia metallica와 99.64%
의 상동성을 보였고, JH-15는 Burkholderia contaminans

가용화 인의 함량
인산칼슘이 함유된 NBRIP 액체배지에 분리균을 접종
하고 배양기간에 따른 배지내 가용화된 인의 함량을 측
정하였다. 배양 1일차에는 B. metallica JH-7을 단일 접
-1
종한 배지가 74.78 µg mL 로 가장 높았으며, 3 일차에
-1
서는 JH-7와 JH-15를 동시 접종한 배지가 79.58 µg mL 로
가장 높았으나, 5 일차에서 B. metallica은 140.08 µg
-1
-1
mL , B. contaminans은 135.95 µg mL , 동시 접종배지는
-1
134.84 µg mL 로서 모든 처리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나 동시접종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없었다(Fig. 2).
배지 내 pH의 변화
배양기간에 따른 배지의 pH 변화는 접종 1 일 후 pH
7.0에서 pH 4.5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단일 접종 시
B. metallica pH는 4.52, B. contaminans는 4.57이었고,
동시접종의 pH는 4.54로 단일 접종과 큰 차이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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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hosphate solubilization during single
and co-inoculation of Burkholderia metallica 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s (n=3).

Fig. 4. Comparison of residual glucose content. during single
and co-inoculation of Burkholderia metallica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s (n=3).

에 유의수준의 차이가 없었다(Fig. 4).
HPLC에 의한 유기산 분석
단일 접종 및 동시 접종에 의해 분리균에 의해 생성되
는 유기산의 종류 및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HPLC분
석에 의하여 8종의 표준유기산 glutamic acid, gluconic
acid, oxal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및
succinic acid의 RT 및 함량을 결정하였다(Fig. 4). 배양
여액 중에 생성된 유기산 분석결과 gluconic acid, succinic
acid, glutamic acid, malic acid 및 lactic acid가 검출되
었으나, acetic acid, oxalic acid, cit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접종구에서 glutamic acid 와 lactic acid가
많았고, gluconic acid, succinic acid 및 malic acid 는
Fig. 3. Comparison of pH change during single and co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glutamic acid는 단일접종
inoculation of Burkholderia metallica JH-7 and Burkholderia
www.earticle.net
및 동시 접종배지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배양 5 일차에
contaminans JH-15. 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되어 B. contaminans가 가장 높
replicates (n=3).
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처리구별 유의수준의 차이가 없었
다(Table 1).
지 않았다. 모든 배양구에서 배양 3일 후 최대로 감소하
상추생육효과
여 B. metallica의 pH는 4.02, B. contaminans는 4.18, 그
상추 포트 재배실험을 통한 생육효과를 조사하기 접종
리고 동시접종은 4.18로 측정되었으며, 3일 후에는 오히
1주 후와 접종 후 2주 후 사이의 상추의 생육 차이를 조
려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처리구 별 잎의 길이, 잎의 폭, 잎
의 수 및 뿌리길이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Table 2). 잎의
배지 내 잔류당 변화
길이는 B. metallica 처리구가 2.60 cm 로 가장 높았고,
배지 내 남아있는 glucose 함량의 변화는 배양 1일 후
전체길이는 B. metallica + TCP 처리구가 5.50 cm로 가
모든 처리구에서 50%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배
-1
장 높았으며, B. contaminans + TCP 처리구는 잎의 폭과
양 7일 후까지 감소 폭의 변화가 0.01 mg mL 정도의 미
뿌리길이의 변화에서 0.87 cm 와 3.87 cm로 가장 높았다.
미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배양 7일 후 B. metallica 단
-1
또한 잎의 수는 동시접종 + TCP 처리구에서 6.67 cm로
일 접종배지는 최저 5.24 mg mL 이었고, B. contaminans
-1
-1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재배실험에서도 단일접종과 동시
는 5.38 mg mL 이었으며, 동시접종 한 배지가 4.83 mg mL
접종구간에 유의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단일접종과 동시접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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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analysis of organic acid by single and co-inoculation of Burkholderia metallica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Gluconic acid (mg mL-1)
Day 1
*

Oxalic acid (mg mL-1)

Day 3

Day 5

Day 7

Day 1

Day 3

Day 5

Day 7

ND

ND

ND

ND

ND

ND

ND

JH-7

ND

JH-15

0.41±28.4

ND

ND

ND

ND

ND

ND

ND

JH-7+JH-15

ND

ND

ND

ND

ND

ND

ND

ND

-1
Succinic acid (mg mL )

Glutamic acid (mg mL-1)

Day 1

Day 3

Day 5

Day 7

Day 1

Day 5

Day 7

JH-7

0.04±4.94

0.04±0.32

0.04±0.37

0.04±6.75

0.06±1.97

0.06±38.4

0.11±13.1

0.08±13.8

JH-15

ND

ND

ND

ND

0.11±33.8

0.15±29.1

0.16±31.1

9.10±0.13

JH-7+JH-15

ND

0.03±3.51

0.03±5.14

0.03±7.26

0.08±6.80

0.11±8.85

0.11±10.6

0.10±16.2

-1

-1

Malic acid (mg 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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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Lactic acid (mg mL )

Day 1

Day 3

Day 5

Day 7

Day 1

Day 3

Day 5

Day 7

JH-7

ND

0.02±0.52

ND

ND

ND

0.15±4.30

0.15±30.0

0.04

JH-15

ND

0.04±6.77

0.02±9.04

ND

0.09±8.60

0.18±13.7

0.15±18.0

ND

JH-7+JH-15

ND

0.04±9.89

0.03±17.9

ND

ND

0.18±17.2

0.13±14.1

ND

-1

-1

Acetic acid (mg mL )

Citric acid (mg mL )

Day 1

Day 3

Day 5

Day 7

Day 1

Day 3

Day 5

Day 7

JH-7

ND

ND

ND

ND

ND

ND

ND

ND

JH-15

ND

ND

ND

ND

ND

ND

ND

ND

JH-7+JH-15

ND

ND

ND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s (n=3).

Table 2. Comparison on growth of romaine lettuce after 2 weeks inoculation with Burkholderia metallica 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Treatment

Shoot length
(Cm Plant-1)

Root length
(Cm Plant-1)

Number of leaves
(ea)

Width of leaf
(Cm)

Total length
(Cm Plant-1)

Control

1.10±0.78

0.97±0.51

4.33±0.58

0.50±0.78

2.07±0.57

Control+ TCP

0.40±0.46

0.77±0.25

4.00±3.46

0.17±0.21

1.17±0.21

B. metallica

2.60±3.13

0.80±0.40
3.00±2.65
www.earticle.net

0.17±0.06

3.40±2.82

B. metallica+TCP

2.53±2.03

2.97±2.41

3.67±1.53

0.37±0.55

5.50±4.92

B. contaminans

1.23±1.99

1.63±0.15

4.00±2.00

0.27±0.29

2.87±1.91

B. contaminans+ TCP

0.97±0.21

3.80±3.63

3.67±1.15

0.87±0.55

4.77±3.46

B. metallica+
B. contaminans

0.13±0.15

2.40±3.64

3.33±3.21

0.80±0.53

2.47±3.49

B. metallica+
B. contaminans+ TCP

1.47±1.33

1.40±0.87

6.67±2.89

0.50±0.70

2.87±1.33

The values were calculated with the differences on plant growth between 1 week and 2 weeks after inoculation with the isolated strains. Values
given are the mean of replicates (n=3).

과를 통해 인산가용화균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
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접종구가 대조구에 비해 인산가
용화능 및 상추생육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인산칼슘인 TCP 처리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인산
가용화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적 요
양송이배지로부터 분리한 인산가용화균 B. metallica
JH-7과 B. contaminans JH-15의 단일접종 및 동시접종에
따른 인산가용화 능력의 시너지효과 및 상추생육효과를
조사하였다. 인산캄슘이 함유된 NBRIP 액체배지에 분리

박지훈 · 한창훈 · 윤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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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PLC profiles of organic acids isolated from the medium of Burkholderia metallica JH-7 and Burkholderia contaminans
JH-15 after 3 days incubation. a) eight standard of organic acid 125 ppm; b) B. metallica JH-7; c) B.contaminans JH-15; d) coinoculation of JH-7 and JH-15. Peek number: 1, glutamic acid; 2, gluconic acid; 3, oxalic acid; 4, malic acid; 5, lactic acid; 6,
acetic acid; 7, citric acid; 8, succinic acid.

균을 접종하고 해리된 가용인산(soluble phosphorus)함량
을 HPLC에 의해 분석하여 인산가용화능을 측정한 결과,
-1
B. metallica 140.08 µg mL , B. contaminans 135.95
-1

-1

µg mL , 그리고 동시접종 134.84 µg mL 순으로 나타나
두 종의 인산가용화 박테리아간의 동시접종에 의한 시너
지효과가 없었다. 배지 내 pH 와 잔류 glucose 함량 변화
도 모든 접종구에서 배양 1일 후 대부분의 변화가 이루어

져 pH의 경우 초기 pH 7.0에서 pH 4.5 수준으로 감소하
-1
였으며, 잔류 glucose 함량은 초기 10 mg mL 에서
-1
5.3 mg mL 수준으로 검출되어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인산가용화능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배양여액의 유기산 분석결과 succinic acid, glutamic
acid, malic acid, lactic acid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ark
et al(2016)에 의해 보고된 인산가용화균의 결과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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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nic acid 및 oxal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산
중에서 lactic acid 와 glutamic acid 가 가장 높은 함량인
-1
-1
0.18 mg mL 과 0.16 mg mL 을 나타내었으며, succinic
acid는 B. metallica 에서만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유기산
이 배양 1일 과 3일 후 생성되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유기
산이 배지의 pH를 감소시키고 인산 가용화를 유도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종 1주 후와 2주 후
간의 생육차이를 조사한 상추재배실험결과, 잎의 길이는
2.60 cm 로 B. metallica 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전체길이
는 B. metallica + TCP 처리구가 5.50 cm로 가장 높았으
며, B.contaminans + TCP 처리구는 잎의 폭과 뿌리길이
의 변화에서 0.87 cm 와 3.87 cm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잎
의 수는 동시접종 + TCP 처리구에서 6.67 cm로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여 재배실험에서도 단일접종과 동시접종구간
에 유의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른 연구와
유사한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경우 인산가용화균을 접종한
모든 처리구에서 뚜렷한 생장촉진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접
종제로서 인산가용화균을 사용하면 식물과 작물 수확량에
의한 P 섭취가 동시에 증가하고 생육이 촉진된다는 다른
연구결과(Rodríguez et al, 1999; Walpola and Yoon.
2013)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인(P)
결핍 토양에 가능한 접종 도구로서 효율적인 PSB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pot 실험 이후 추가적으로 노지 밭과 시설 재배지
토양의 EC, pH, 유기물 등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
은 교환 가능한 양이온 등 화학적 분석(Suh et al, 2008)
등과 이를 기초로 하여 토양의 포트 및 면적에 따른 미생
물의 적절한 접종량 확인 등이 더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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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el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new high-yield
Pleurotus pulmonarius cultivar ‘Santari’ for bottl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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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hroom Research Institute, Gyeonggi Province 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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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yster mushroom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edible mushrooms in Korea. The ‘Santari’ cultivar bred in this study,
which belongs to the species Pleurotus pulmonarius, is a new oyster mushroom cultivar for bottle culture. It was bred by mating
monokaryons isolated from ‘GMPO20404’ and ‘Hosan’. The optimum temperature for ‘Santari’ mycelial growth was 26–29oC on
o
PDA medium, and the temperatures for primordium formation and for growth of the fruit body on sawdust medium were 22 C
o
and 20 C, respectively. It took 34 days to complete the spawn run, 3 days to form primordia, and 3 days to finish fruit body
growth in the bottle culture. The fruit body pilei were round in shape and brownish, whereas the stipes were long, thick, and
white. The yield per bottle of ‘Santari’ was 172 g/1,100 mL, which was 43% high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cultivar (‘Hosan’).
The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and brittleness of the stipe tissue were 87%, 82%, 193 g, and 16 kg, respectively.
These physical property values of ‘Santari’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cultivar, except for the cohesiveness.
KEYWORDS: Bottle culture, High yield, New cultivar, Physical property, Pleurotus pulmonarius, Santari

서 론

(1996) 등은 느타리속의 종간 불화합성을 통하여 느타리
종을 11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 인공재배가 가능한
www.earticle.net
느타리버섯류는 환경조건과 기주에 따라 다양한 종으로
느타리버섯류는 느타리(P. ostreatus), 큰느타리(P. eryngii),
분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유전적 분석을 통하여 느타리버섯
산느타리(P. pulmonarius), 사철느타리(P. florida), 전복느
류를 16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Choi et al, 2014), Zervakis
타리(P. abalonus), 노랑느타리(P. cornucopiae), 분홍느타
리(P. djamor) 등이 있다. 2015년 국내 느타리버섯류의
생산량은 느타리(P. ostreatus) 62천톤/년, 큰느타리(P.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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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ngii) 46천톤/년으로 전체 버섯생산량의 57%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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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른 느타리 버섯류의 생산량은 매우 미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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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digree diagram of ‘Santari’Pleurotus pulmonarius bred by single spore mating.
o
20 C±1, 습도 65%±5, CO2 농도 3,000ppm±500 이었다.
o
배양이 완료된 후 20 C 생육실로 옮겨 자실체 형태에 맞
추어 습도와 환기를 조절하면서 재배하였다. 생육특성조
사는 국립종자원의 느타리 신품종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농가실증시험은 병재배농가인 여주1(A), 여
주2(B), 용인(C)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배지조성 및 재
배는 지역농가방식에 준하여 재배하였다.
자실체 색도는 Spectrophotometer(CM-2600d, Konika
minota)를 이용하여 갓과 대의 색차를 측정하였으며, 물리
성은 Sun rheo 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를 사용하여 대의 굵기가 8 mm의 자실체를 선발하여 측
정하였다.
저장성실험은 수확한 버섯을 포장용기에 200g씩 담고
o
방담필름으로 포장하여 2 C 저온저장고에서 28일간 저장
한 후 중량감모율, 신선도(Minamide법), 색도 변화를 조
o
사하였다. 유통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28일간 4 C 저온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산느타리 신품종 ‘산타리’
o
저장한 버섯을 15 C에 3일 동안 보관한 후 저장성, 신선
는 갓이 둥근 형태이며 조직이 탄력있는 병재배형 품종으
도, 색도를 조사하였다.
로 주요특성과 육성경위를 보고하고자 한다.
DNA 다형성 검정은 ‘산타리’의 교배 단핵균주, 단핵균
주의 모본인 이핵균사체를 PDA(Potato Dextrose Agar)배
재료 및 방법
지상에서 배양하여 균사체로부터 염색체 DNA를 분리하
www.earticle.net
‘산타리’는 갓이 둥근형이며 대가 긴 형태인 ‘GMPO20404’
였다. 이를 주형으로 하여 3개의 Random primer인
와 갓색이 진갈색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호산’을 14년도
URP3, URP10, URP12 을 이용하여 각 PCR 반응으로
200 bp에서 2000 bp 범위의 크기를 가진 DNA 밴드를 관
에 교배하여 육성한 품종이다.
단포자 교배에 사용된 단핵균주는 모본인 ‘GMPO20404’
찰하였다.
와 ‘호산’으로부터 포자를 받아 희석배양하고, 현미경 검
경을 통하여 클램프 유무에 따라 단핵균주를 선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선발된 단핵균주 중 ‘GMPO20404’의 19번 균주와 ‘호산’
고유특성
의 47번 균주를 2014년에 단포자 교배하여 ‘산타리’를 육
o
성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특성 및 생산력
PDA배지에서 균사생장적온은 26~29 C이고, 생육배지
o
o
에서 버섯발생온도는 22 C, 버섯생육온도 20 C로 ‘호산’
검정,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농촌진흥청 품종심의위원회에
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형태적 특징에 있어 갓의 형태
서 신품종으로 선정되었다(Fig. 1).
는 깔때기형이며, 발생형은 다발형으로 호산의 개체형과
생육배지는 미루나무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다른 경향을 보였다(Table 1).
v/v)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65%로 조절하였다. 생육배지
o
‘산타리’는 PDA배지에서 균사생장 최적온도가 26~29 C로
는 배양병(1,100 ml, 병입구직경75 mm, PP재질)에 680g
o
o
배양온도 29 C에서 7일간 배양시 72 mm정도 생장하였으며,
내외로 담아 121 C, 1.2기압에서 90분간 고압증기멸균을
o
o
하였다. 살균된 배지를 20 C까지 하온시키고 종균을 접종
‘호산’은 77 mm를 나타내었다. ‘산타리’와 ‘호산’은 32 C 에
하여 배양실에서 32일간 배양하였다. 배양조건은 온도
서는 균사생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산타리’는 산느타리버섯(P. pulmonarius)
에 속하는 느타리과 (Pleurotaceae) 느타리속(Pleurotus)
의 종으로 야생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갓크기가
30~110 mm이며, 갓색은 연황색 또는 연회갈색이다. 어린
자실체의 갓형태는 반반구형이며, 성숙한 자실체는 부채
꼴 또는 깔대기 모양을 나타낸다. 대길이는 10×2~10 mm
로 짧거나 없으며, 대색은 백색에 가까운 색택을 나타낸
다. 포자의 크기는 8.0~12.5×3.0~4.5 µm로 원통형이며,
백색 또는 크림색이다. 버섯향은 달콤한 향을 내며, 맛은 약
간 달콤하며 쓴맛을 가진다. 느타리는 일반적으로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발생되지만, 산느타리버섯(P. pulmonarius)은
여름부터 가을에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갓표면
의 표피가 얇고(40-50µm)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Boekhou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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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Santari
Variety

Optimum Primoridia
temp. of formation of
mycelial
growth
growth (oC) temp(oC)

Santari
Hosan

26-29
26-29

Table 5. Results of performance test of Santari in the bottle
culture
(Unit : g/bottle)

Shape of
pilei

Growth type

Funnel
Funnel

Bunch
개체형

※Bottle size : 1,100 ml, ￠75
※Substrate : Saw-dust : Beet pulp : Cotton seed meal (50:30:20, v/v)
o
※Incubation temp. 20 C±1, RH 65%±5, CO 3,000 ppm±500
2

Table 2. Mycelial growth on different temperature
(Unit : mm/7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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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Mycelial growth
o

17 C

o

20 C

23oC

26oC

29oC

32oC

Santari

41

60

64

70

72

27

Hosan

40

56

68

76

77

32

※Medium : PDA(potato dextrose agar)

Variety
Santari
Hosan

28
28

Average
(g/bottle)

Yield
index
(%)

2nd

3rd

Santari

175

161

180

4.7

172a

143

Hosan

124

117

118

2.6

119b

100

※Bottle size : 1,100ml, φ75
Media substrate : Saw-dust + Beet pulp + Cotton seed meal
(50:30:20, v/v)
o
o
Incubation temp. 20 C±1, Primoridia formation temp. 19 C±1,
o
Growth temp. 18 C±1, RH 93%±2, CO 800 ppm±50
C.V(coefficient of variation), Dfferent letters indicate siginficantly
different at P=0.05(LSD).
2

Table 6.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tipe of Santari in the
bottle culture
Springness Cohesiveness Gumminess Brittleness
(%)
(%)
(g)
(kg)

Santari

87

82

193

16.8

Hosan

90

80

204

18.4

※Measured part : Stipe of 8 mm thickness

Period for
primordia

Period for
growth of
fruiting

Total

3
3

3
3

34
34

o

C.V

1st

Variety

Table 3. Cultural period of Santari in the bottle culture
(Unit : days)
Period for
spawn
running

Yield
Variety

22/20
22/20

192

를 나타내어 ‘호산’에 비하여 명도값이 10 정도 높았다
(Table 4).

o

※Incubation Temp. 20 C±1, Growth Temp. 18~20 C
※Media substrate : Saw-dust + Beet pulp + Cotton seed meal
(50:30:20, v/v)

생산력 검정
배지는 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v/v), 생육조건
o
은 온도 18 C±1, 습도 93%±2, CO2 800 ppm±50에서 수
량은 평균 172 g(1,100 ml, φ75 mm)으로 ‘호산’의 119 g
에 비하여 43% 증수되었고, 발이 및 생육이 균일하고 안
정적이었다(Table 5).

재배 및 형태적 특성
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v/v) 배지에서 배양온
o
도 20±1 C로 유지하였을 때, 배양기간이 28일이였고, 초
o
www.earticle.net
발이 소요일수는 22 C±1에서 3일, 자실체 생육일수는
o o
18~20 C C에서 3일로 총 34일이었으며, 대조품종인 ‘호
물리적 특성
산’과 총재배일수가 동일하였다(Table 3).
대의 물리성 조사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버섯 생육형태는 온도 18 C±1, 습도 93%±2, CO2 800
탄력성이 87%, 씹음성 193 g, 깨짐성 16.8 kg으로 ‘호산’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응집성은 82%로 ‘호산’ 보다 2%
ppm±50에서 갓직경 35.9 mm, 대직경 10.1 mm, 대길이
79.2 mm로 대조품종에 비하여 갓이 작고 대가 굵으며 긴
정도 높게 나타났다.
형태를 나타내었다. 갓색은 회갈색으로 명도값(L) 53.7를
나타내어 ‘호산’에 비하여 명도값이 3 정도 낮아 갓색이
저장성 조사
‘산타리’의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감모율은 ‘호산’과 거
다소 연하게 나타났으며 대색택은 백색으로 명도값(L) 93
Table 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body of Santari in the bottle culture
Pileus

Stipe

Variety

Diameter
(mm)

Color(L )

Thickness of
Stipe(mm)

Length of Stipe(mm)

Color(La)

Santari
Hosan

35.9
36.1

Grayish-blown(53.7)
Dark-blown(50.7)

10.1
7.5

79.7
67.2

White(93)
Gray-white(83)

o

※Growth Temp. 18~20 C, L : brightness
a

a

193

최종인 · 이윤혜 · 전대훈 · 권희민 · 지정현 · 신평균

Table 7. Color Change of fruit body after being stored at 2oC for 28 days
Pileus

Stipe

Variety

Weight reduction
ratio(%)

Freshness
degree♩

ΔL♪

Δa

Δb

ΔE

ΔL

Δa

Δb

ΔE

Santari

0.3

7.0

10.2

-1

-1

10.2

-1.4

0.5

-1.6

2.1

Hosan

0.3

8.0

6.4

-0.8

-4.6

7.9

-1.6

0.9

-4

4.1

♩ Minamide method : 10; Very fresh, 8; fresh, 6; Available for sale, 4; Edible, 2; Not edible, 0; Rotten.
o
♪ ΔL : L1(after harvest) - L2(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o
♪ Δa : a1(after harvest) - a2(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o
♪ Δb : b1(after harvest) - b2(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2

2

2

♪ ΔE : Overall color difference ΔE = ( ΔL + Δa + Δb )
※ L : brightness, a : redness, red(+), green(-), b : yellowness, yellow(+), blue(-).
Packing method : Wrap with anti-fogg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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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or Change of fruit body when keeping at 15oC for 3 days after being stored at 2oC for 28 days
Pileus

Stipe

Variety

Weight reduction
ratio(%)

Freshness
degree♩

ΔL

Δa

Δb

ΔE

ΔL

Δa

Δb

ΔE

Santari

-0.4

6.0

11.8

-1

-2

12.0

-4

0.2

-0.6

4.0

Hosan

-0.6

4.0

-1.8

-0.8

-5.2

5.5

5.6

-1.5

-7

8.1

♪

♩ Minamide method : 10; Very fresh, 8; Fresh, 6; Available for sale, 4; Edible, 2; Not edible, 0; Rotten.
o
o
♪ ΔL : L1(after harvest) - L3(keep 15 C for 3 days 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o
o
♪ Δa : a1(after harvest) - a3(keep 15 C for 3 days 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o
o
♪ Δb : b1(after harvest) - b3(keep 15 C for 3 days after being stored at 2 C for 28 days)
2

2

2

♪ ΔE : Overall color difference ΔE = ( ΔL + Δa + Δb )
※ L : brightness, a : redness, red(+), green(-), b : yellowness, yellow(+),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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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patterns by primer URP3, URP10, URP12.

의 차이가 없었으며, 신선도는 저온저장시 28일 경과후 7
점, 저온 28일 저장후 상온 3일 보관시 6점을 나타내어
대조품종인 ‘호산’ 보다 저장성이 우수하였다(Table 7, 8).
‘산타리’의 저장기간에 따른 갓색의 변화는 저온 28일
저장시 ΔE은 10.2, 저온 28일 저장후 상온보관시 12로
갓색이 진하게 변화되었으며, 대색의 변화는 저온 28일
저장시 ΔE은 2.1, 저온 28일 저장후 상온보관시 4.0을 나
타내어 저온저장시 갓색이 진해지고 대색은 백색을 유지
하였다.
DNA 다형성 분석
‘산타리’는 URP3, 10, 12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URP3과 URP10 프라이머에서 GMPO20404 균
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URP12 프라이머에서
는 ‘호산’과 유사한 DNA밴드를 형성하여 호산-48 단핵균
주와 GMPO20404-19 단핵균주간 교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농가실증시험 생육 및 수량
여주 등 3개 지역 재배농가에서 생육 및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9). A농가(여주1)는 갓직경, 대직경, 대
길이가 각각 44.4 mm, 11 mm, 98 mm로 ‘호산’에 비하여
갓개산이 빠르고, 대가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유효경
수는 14개로 ‘호산’의 25.6개 보다 10개 이상 적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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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farm field trials of Santari
Pileus
Area

A
B
C

a

Stipes

Stipes No.
(No/bottle)

Yield
(g/bottle)

98

14.1

120.8

Variety

Color
(L)

Diameter
(mm)

Thinckness
(mm)

Length
(mm)

Santari

40.8

44.4

11

Hosan

39.4

23.8

6.8

65.2

25.6

79.4

Santari

45.2

31.6

8.2

81.4

28.0

165.2

Hosan

43.2

28.4

7.2

61.2

22.2

114.5

Santari

38.2

34.4

11

73.4

28.5

141.7

Hosan

37.2

27.0

7.6

55.6

19.2

113.9

※ Bottle size : 900 ml, φ65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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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량은 120.8g(900 ml, φ65 mm)으로 ‘호산’에 비하여
52%정도 증수되었다.
B농가(여주2)에서는 갓직경, 대직경, 대길이가 각각
31.6 mm, 8.2 mm, 81.4 mm로 ‘호산’에 비하여 대가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유효경수는 28개로 ‘호산’에 비하
여 6개 이상 많았으며, 수량은 165.2 g(900 ml, φ65 mm)
으로 ‘호산’에 비하여 44% 증수되었다.
C농가(용인)에서는 갓직경, 대직경, 대길이가 각각
34.4 mm, 11 mm, 73.4 mm로 ‘호산’에 비하여, 대는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유효경수는 28.5개로 ‘호산’에 비하
여 8개 이상 많았으며, 수량은 141.7g(900 ml, φ65 mm)
으로 ‘호산’에 비하여 24% 증수되었다.

적 요

87%, 82%, 193 g, 16.8 kg을 나타났다. DNA다형성을 비
교 분석한 결과 URP3, URP10, URP12의 primer에서 교배
모본인 ‘호산’과 ‘GMPO20404’의 DNA의 밴드가 혼합되
어 있었으며 품종간, 균주간의 밴드 차이가 있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신선도는 저온저장시 7, 상온보관시 6 을 나
타내어 대조품종인 ‘호산’ 보다 상온보관시 신선도가 우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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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nyreva AA and shnyreva AV. 2015. Phylogenetic analysis of
Pleurotus species. Russian J Genetics. 51:148-157.
1,100 ml병에서 172 g을 나타내었으며, 농가실증재배시 A
Zervakis G. and Balis C. 1996. A pluralistic approach in the study
(여주1) 120.8 g/900 ml, B (여주2) 165.2 g/900 ml, C(용인)
of Pleurotus species with emphasis on compatibility and
141.7 g/900 ml으로 대조구 대비 24% 이상 증수되었다.
physiology of the European morphotaxa. Mycol Res. 100:717대의 물리성은 탄력성, 응집성, 씹읍성, 깨집성이 각각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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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ing efficiency and fruiting body characteristics of
Lentinula edodes according to LED light source with sawdust
substrate
Hye-Sung Park1,*, Eun-Ji Lee1, Chan-Jung Lee1, Won-Sik Kong1, Myoung-Jun Jang2, and Kwan-Woo Lee3
1

Mushroom Research Division, NIHHS, RDA, Eumseong 27709, Korea
Department of Plant Resour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2439, Korea
3
Chungcheo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es, Cheongju 28130, Korea
2

ABSTRACT: We measur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Oak mushroom (Lentinula edodes) in browned sawdust medium under
conditions of varying LED sources and amounts of light. Consequently, exposure to 200Lx blue LED resulted in highly efficient
browning; the most efficient browning was shown at 200Lx, regardless of the type of luminous source. We identified that
quantities obtained with the blue luminous sourc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in other treatment plots. The DPPH radical
scavenging test conducted to examine antioxidant activity revealed that the red luminous source caused high radical scavenging
compared to efficient browning. The fruiting body for Nongjin-go, as a treatment plot with the highest scavenging, under a 400Lx
red luminous source was 34.3±1.80% and that for ‘Sanjo 701’ at a 300lx red luminous source was 32.99±1.58%. The
polyphenol content, reported to be correlated with DPPH radial scavenging, showed no similar correlation in the ‘Nongjin-go’
variety. By contrast, ‘Sanjo 701’ showed a similar association.
KEYWORDS: Browing, LED, Lentinula edodes

서 론

et al., 1982), 담자균문(Basidiomycota),
구멍장이버섯과(Polyporaceae), 잣버섯속(Lentinus), 송이
과(Tricholomataceae) 표고속(Lentinila)에 속하는 버섯으
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 작목
으로 자리잡고 있다(Kang et al, 2004).
표고(Lentinula edodes)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 및
식용되고 있으며, 특유의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그 소비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항암효과와 고혈압, 동맥경
화 등 기능성 효과가 증명되어(Chang et al., 1990;
Chang and Miles, 1989) 웰빙을 넘는 힐빙 음식으로 대두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톱밥봉지재배 연구는 적합품종의
육성(Bak et al, 2010, Jang et al 2009)과 배지의 재료 및
수분함량(Kim and Jeon, 2002; Seo et al, 2012; Koo et
al, 1999)에 대한 연구 등 재배환경과 재배생리에 관한 연
구가 주로 보고되었고 갈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981; Tokimoto
www.earticle.net

표고는 활엽수의 그루터기나 썩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백색부후균이고(Leatham and Kirk, 1983; O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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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표고 재배방식은 원목재배에서 톱밥 봉지재배
로 변화함에 따라 배지 표면에 나무 표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갈변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졌다. 배지를 갈
변시키게 되면 외부 공기와 접촉시에도 쉽게 다른 균이
오염되지 않고, 배지 내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버섯발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이지만 배지의 갈변을 위
해서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다(Kim et al, 2012). 따라
서 표고 봉지재배시 배지의 갈변을 촉진시키는 연구가 요
구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백열등이나 형광등
대신 LED를 이용하여 광원 종류 및 세기에 따른 표고배
지 갈변효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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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연구에 사용된 표고 공시균주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
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존되어 있
는 ASI(Agricultural Sciences Institute)균주 중 ‘농진고’
와 ASI 3305‘산조 701호’ 등 2균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봉지재배를 수행하였다. 배지조
성은 참나무톱밥과 미강을 8:2(v/v)로 혼합하여 사용하였
고 수분함량은 65%로 조절한 뒤 1.5 kg씩 봉지에 담아 배
지를 제조하였다.

을 회전감압 농축한 후 추출물을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전자공여효과로 나타나는 각 추출물에 대한 환
원력을 측정하였다.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에 표고 열수추출물 0.1 mL을 넣
고 10초간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
에서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추출물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1912)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표고버섯 열수추출물 0.1 mL에 folin-reagent 0.1
mL 첨가한 후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0% Na2CO3 0.1
mL 첨가한 후 혼합하고 1시간동안 암반응 시킨 다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ic acid를
이용하였고 작성한 표준곡선(Y=0.00114X+0.233, R²=
0.994)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료의 평균 및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각 실험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 검정은 Duncan의 다중검증법(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으로 하였다.

광원종류 및 광량선발
LED 광원은 청백, 백색, 녹색, 적색 등 4종류를 이용하
였고, 종균접종 후 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갈변시키기 위
해 100~500lx까지 100lx간격으로 명배양 시기에 각각 처
리하여 광원 종류 및 세기에 따른 갈변효율을 측정하였다.
톱밥봉지의 색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톱밥봉지에 상, 중,
결과 및 고찰
하로 3부분씩 표시를 하여 일정한 부분을 10일 간격으로
www.earticle.net
광원종류 및 광량선발
색도계(Minolta Chroma Meter, CR-400)를 사용하여
Lab
LED 광원은 청백, 백색, 녹색, 적색 등 4종류를 이용하
색도를 측정하였다.
여 100~500lx까지 100lx간격으로 각각 처리한 결과 ‘농
진고’와 ‘산조701호’ 모두 청색 LED에서 가장 좋은 갈변
형태적 특성검정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광량에 따른 갈변효율
LED 광원 종류별로 갈변시킨 배지에서 발생된 표고 자
실체를 수확하여 형태적 특성검정을 하였다. 검정내용으
로는 광원 종류에 상관없이 200lx에서 높은 갈변 효율을
로는 갓의 가로, 세로, 직경 및 두께 그리고 대의 길이 및
나타냈다(Table 1). ‘농진고’에서 갈변 효율이 높은 광원
순서는 청색, 백색, 녹색 순이었고, 적색은 월등히 떨어지
굵기를 Caliper(Mitutoyo Digital Calipers)를 사용하여
는 효율을 보였다. ‘산조701호’의 경우 청색, 녹색, 백색,
측정하였고, 갓과 대의 색도는 색도계를 사용하여 Lab색
적색 순으로 갈변효율을 나타냈다(Table 2).
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외 형태적 특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2)에 준하여 수행하
형태적 특성검정
였다.
LED 광원 종류 및 세기별로 갈변시킨 배지에서 발생된
표고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추출물 제조
‘농진고’와 ‘산조701호’ 모두 청색 100, 200lx에서 높은
표고 자실체를 동결건조한 후 분쇄하여 건조 시료의
20배(v/w)의 D.W를 가하여 24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한
수량을 나타내었고(Table 3), ‘산조701호’에서는 녹색광원
후 Whatman Filter No.2를 사용하여 여과하였고, 여과액
에서도 청색광원과 비슷하게 높은 수량을 보이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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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chromaticity(L-value) according to the LED source and incubation period in ‘Nongjingo’(Lentinula edodes)
LED
Incubation
intensity
period
a
(lux)
(days)
T
100
60
38.8 abc
200
60
37.4 c
300
60
41.9 abc
400
60
41.6 abc
500
60
38.0 bc
a

b

c

LED source
Blue
Mb
49.2
51.4
51.8
45.6
69.2

Bc
48.2
61.2
47.4
45.5
46.0

T
43.9 abc
39.6 abc
49.4 abc
41.3 abc
44.7 abc

White
M
56.0
58.9
43.1
56.9
44.0

B
52.7
53.6
60.6
57.7
51.8

T
43.2 abc
40.4 abc
47.4 abc
49.6 a
40.6 abc

Green
M
62.6
48.3
47.4
52.4
66.1

B
73.7
48.7
53.2
64.6
46.7

T
49.9 a
44.0 abc
44.3 abc
45.4 abc
44.6 abc

Red
M
63.7
47.0
52.8
42.8
69.7

B
63.6
67.7
71.1
54.2
58.9

0~5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50~10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100~15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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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chromaticity(L-value) according to the LED source and incubation period in ‘Sanjo 710’(Lentinula edodes)
LED
Incubation
intensity
period
Blue
(lux)
(days)
Ta
100
60
46.5 bc
200
60
46.9 bc
300
60
45.7 bc
400
60
47.3 bc
500
60
64.0 abc
a

b

c

LED source
Mb
72.8
68.8
51.4
60.8
62.3

Bc
72.6
72.9
63.8
78.5
65.7

White
T
55.5 abc
50.3 bc
58.3 abc
48.4 bc
45.7 bc

M
69.5
55.2
63.7
58.1
58.2

B
75.7
72.1
66.7
72.3
73.9

T
49.2 bc
46.6 bc
44.8 bc
43.9 c
53.6 bc

Green
M
71.0
65.0
62.4
69.7
77.7

B
77.1
72.0
74.1
75.8
69.6

T
62.0 abc
67.0 ab
62.5 abc
52.8 bc
75.7 a

Red
M
76.7
69.7
77.8
73.4
83.2

B
73.5
74.9
76.7
77.8
80.4

0~5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50~10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100~150 mm part of substrate length

Table 3. Fruit body characteristics of ‘Nongjingo’(Lentinula edodes) by LED
LED

lux

100
200
Blue
300
400
500
100
200
White
300
400
500
100
200
Green
300
400
500
100
200
Red
300
400
500
Darkness
a
F.L.
a

b

Flourescent lamp
No fruitbodies

Weight
(g/3 fruitbodies)
71.1 c
70.1 cd
57.7 j
70.3 cd
54.2 k
59.5 hi
49.8 l
-b
61.9 g
64.8 f
64.0 f
68.6 de
67.4 e
73.3 b
41.6 n
38.8 o
46.4 m
61.1 gh
76.7 a
46.3 m
58.2 ij
61.0 gh

Pileus diameter(mm)
long
43.3
44.1
47.2
51.9
46.3
44.8
35.8
45.6
49.8
42.7
45.2
49.5
53.6
40.5
37.6
45.4
47.0
54.0
45.7
44.6
44.4

Pileus
Stipe
Stipe
thickness thickness length
short
(mm)
(mm)
(mm)
40.0
7.7
6.5
35.8
44.5
22.8
15.6
42.3
47.0
21.0
12.7
35.5
49.2
21.0
15.0
40.8
47.4
20.7
13.1
38.1
45.0 www.earticle.net
25.8
13.4
37.2
35.0
9.8
9.0
23.6
49.3
18.8
14.6
44.0
51.1
20.7
14.6
38.3
43.8
16.0
9.4
39.1
45.3
22.1
15.0
40.5
48.8
21.0
14.2
43.5
50.6
21.6
14.4
44.2
40.1
18.8
12.4
25.4
39.3
17.2
9.7
32.1
43.2
17.5
11.9
37.2
48.0
17.8
14.6
44.0
47.4
10.3
6.3
32.8
41.6
11.3
6.9
25.4
43.2
22.3
13.7
42.5
46.8
18.2
15.9
42.6

Chromaticity

Hardness(N)

L

a

b

Pileus

Stipe

37.0
19.6
19.4
21.9
22.8
20.6
29.1
20.3
23.4
19.3
20.0
22.1
21.9
20.6
20.7
20.7
21.0
44.6
33.0
19.9
19.8

8.5
5.9
6.2
6.5
8.1
7.1
7.6
7.6
6.0
5.3
5.6
6.3
5.9
7.8
7.2
7.7
7.0
8.9
7.6
5.2
6.0

15.0
4.5
4.6
5.7
7.2
5.5
11.5
5.6
6.0
4.5
4.7
5.6
5.5
5.8
5.7
4.6
5.9
18.3
12.9
4.4
4.6

1.4
1.4
1.1
1.1
1.1
1.1
2.0
1.5
1.1
1.3
1.3
2.2
1.4
1.2
1.8
1.3
1.2
1.5
1.5
1.3
1.4

6.1
4.4
4.9
5.4
6.6
5.8
5.3
5.8
5.1
5.8
6.2
6.1
5.9
5.3
7.3
5.6
9.1
8.4
5.7
6.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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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uit body characteristics of Sanjo 701(Lentinula edodes) by LED
LED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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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Green

Red

lux

Weight
(g)

100

Stipe
length
(mm)

Chromaticity

Hardness(N)

L

a

b

Pileus

Stipe

short

75.4 d

51.0

46.3

18.0

16.7

52.6

24.4

9.2

7.9

1.6

3.6

200

91.0 b

48.8

48.8

9.3

8.0

32.6

25.1

10.7

9.1

1.7

4.2

300

69.2 fg

40.7

40.0

8.4

6.9

36.8

23.4

9.5

7.7

2.2

4.2

400

69.8 f

55.3

55.7

15.6

15.8

48.6

27.7

11.1

10.6

1.5

6.9

500

b

-

-

-

-

-

-

-

-

-

-

-

100

43.1 mn

43.7

41.6

16.4

13.9

30.8

25.7

9.9

8.6

1.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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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39.6

7.6

5.7

38.0

22.9

9.4

7.6

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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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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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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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j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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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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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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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
b

Pileus
Stipe
thickness thickness
(mm)
(mm)

long

Darkness
a

Pileus diameter(mm)

Flourescent lamp
No fruitbodies

광원 300lx에서 32.99±1.58%, 백색 400lx에서 30.67±2.3%,
인하였다(Table 4). 이외에 광원 종류 및 세기가 품질에
www.earticle.net
적색 100lx에서 29.51±2.5% 순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
관여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다. ‘농진고’는 적색광에서 갈변시킨 배지에서 항산화 활
성이 높았고, 다른 광원과 세기에 의해 항산화 활성 수치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가 변하는 경향은 볼 수 없었다. Han 등(2015)이 보고한
비타민 C와 같이 섭취 가능한 항산화물질은 free
표고 용매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결과 중 열수추출물의
radical을 환원시키거나 제거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
항산화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표고 메
효소적 방어체제로 질병예방을 위한 중요한 물질이다
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500 µg/ml에서 9%라고
(Gardner and Fridovich, 1991). LED 광원 종류 및 세기
보고한 Qi 등(2013)의 결과와 비교하면 추출 용매는 다
별로 갈변된 배지에서 발생된 표고 자실체의 항산화 활성
르지만 그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
을 확인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Fig.2와 같이 두 품종 모두 적색광원에서 갈변시
하였다.
킨 배지에서 발생된 표고가 평균적으로 높은 라디칼 소거
능을 보였고, 다른 광원과 세기별 발생시킨 자실체에서는
폴리페놀 함량 (Total polyphenol contents)
광원에 의해 항산화 활성 수치가 변하는 경향이 없었다.
LED 광원 종류 및 세기별로 갈변된 배지에서 발생된
광원종류 및 세기별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인 처리구로
표고버섯 자실체의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기 위하여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함량을 계산하였다. 광원 종류
는 ‘농진고’에서는 적색광원 400lx에서 발생된 자실체가
및 세기별 총 폴리페놀 평균 함량은 ‘농진고’의 경우 녹색
34.3±1.80%였고 다음으로는 적색 300lx에서 31.8±0.65%,
적색 500lx에서 29.7±2.1% 순이었고, ‘산조701호’는 적색
과 적색에서 116.6 ppm과 114.7 ppm으로 가장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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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extracts from ‘Nongjingo’(Lentinula edodes).
DPPH activitie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Fig. 2.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extracts from ‘Sanjo 701’(Lentinula edodes).
DPPH activitie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www.earticle.net

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water extracts from ‘Nongjingo’(Lentinula edodes).
The conten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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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water extracts from ‘Sanjo 701’(Lentinula edodes).
The conten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된 자실체가 34.3±1.80%, ‘산조701호’는 적색광원 300lx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고(Fig. 3), ‘산조701호’의 경우 청
에서 32.99±1.58%로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색과 적색에서 88.8 ppm과 83.3 ppm으로 높은 폴리페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폴리페놀 함량은 ‘농진고’에서
함량을 나타냈다(Fig. 4). ‘농진고’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는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산조701호’에서
보인 처리구는 백색 200lx에서 138.1±1.01 ppm이었고, 적
는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색 100lx와 300lx에서 130.47±0.88 ppm, 122.28±5.64 ppm
순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다. ‘산조701호’는 청
색 100lx에서 100.64±1.52 ppm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감사의 글
타냈고, 적색 300lx에서 93.04±2.03 ppm, 백색 100lx에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과제명’
91.87±6.85 ppm순으로 나타났다. 폴리페놀 함량 또한 광
원 종류 및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거나 감
(PJ011967012017)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소되는 경향은 볼 수 없었다. 폴리페놀 함량은 라디칼 소
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으며(Siddhuraju P.
et al, 2002) ‘농진고’에서는 상관관계를 볼 수 www.earticle.net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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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Heavy Metals and Residual Pesticides from
Imported Oak Mushroom Culture-inoculated Sawdus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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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tential risk of heavy metals and residual pesticides in imported sawdust media inoculated with oak
mushroom cultures is a concern for safe mushroom production in Korea. To obtain preliminary data for a sound analysis of
this risk,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presence of heavy metals and residual pesticides in the oak mushroom
media imported from six different regions in China, between 2013 and 2015. Lead, arsenic, chrome, mercury, and cadmium
were analyzed; arsenic, chrome, and mercury were not detected. Lead was detected in the imported oak mushroom media
from Jinlin, Shandong, Liaoning, and Tianjin. The detection level of lead ranged from 1.7 to 3.2 mg/kg. Cadmium was
detected at a level of 0.028 to 0.037 mg/kg in the media from Shandong and Liaoning. No residual pesticides were detected
in any of the samples.
KEYWORDS: Heavy metals, Oak mushroom, Residual Pesticides

맛과 향을 겸비한 버섯은 현대의 식생활에서 빠질수 없
적인 생산을 위해서 재배기술과 더불어 버섯을 키운데 필
는 주요한 식품으로 선진국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요한 배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특히 병재배의
www.earticle.net
각광받는 자원이다. 특히 버섯이 지니는 약용 관련
기능
경우 실내에서 연중 안정생산이 가능한 바 팽이, 느타리
및 큰 느타리 등의 생산은 2014년 국내 농산버섯 생산량
적 요소로 인하여 버섯재배는 농가에서 새로운 소득 작물
의 182,561MT의 70%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로의 전환을 꾀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산업적으로 지속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재배되는 버섯으로서는 가격이 높은 표고(Lentinula
edodes)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 항암과 항비
만 효과를 갖는 버섯이다 (Nanba et al, 1987; Lee and
Park, 1998; Lee et al, 2014). 표고는 원목과 톱밥 배지를
사용하여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톱밥 배지는 국내에서 수
급이 원할치 않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
양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배지를 이용
한 재배에서 적응시험의 부재, 식품유해요소인 중금속 잔
류농약 등의 존재, 원산지 표기의 불투명 등은 계속해서
국내의 표고 안전 및 안정 생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하며 미디어를 통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따라 점차적으
로 수입 버섯배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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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the imported sawdust media inoculated with oak mushroom cultures in China. A: from Jinlin in 2013, B:
from Shandong in 2013, C: from Liaoning in 2013, D: from Tianjin in 2013, E: from Shandong in 2014, F: from Liaoning in
2014, G: from Zheiiang in 2015.

않았으나 2014년 2개 지역 에서 수입된 배지에도 모두 검
있다. 그러나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해 아직 학술적으로
출되었다. 검출 함량은 0.028에서 0.037 mg/kg 수준이었
논의된 연구보고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
다. 중금속에 비하여 잔류농약은 수입 표고 톱밥배지 모
서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표고균이 접종되어 수입된 표
두에서 불검출되었다.
고 톱밥배지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을 검출해 보고 검출
이상의 수입된 표고 배지에서 검출된 납과 카드뮴의 중
결과가 국내 농업환경에서 지니는 오염의 의미를 논의하
금속의 수준은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 기준인 납 5
였다.
mg/kg, 카드뮴 0.3 mg/kg 수준에 비교하면 기준 이하로
본 연구를 위해서 2013년 길림성, 산동성, 요녕성, 천진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European Unioin,
등 4 곳, 2014년 산동성과 요녕성 등 2곳, 2015년 절강성
1곳 등에서 수입된 중국산 수입 표고 톱밥배지를 분석하
EU) Rgulation No. 1881/2006 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중
cultivated fungi 에 해당하는 버섯 경우 최대 허용수준은
였다 (Fig. 1).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 내에 존재하는 중금
납 0.30 mg/kg, 카드뮴 0.20 mg/kg로 규정하고 있다
속을 검출하기 위해 모든 시료의 전처리와 분석은 이전에
(European Commission, 2006). 이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보고한 수입 버섯배지 원료로 부터 검출하는 방법에 준하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카드뮴은 기준치 보다 약 9-10
여 수행하였다 (Kim et al. 2017).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
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납의 경우는 길림에서 수
안전처의 식품공전 중금속 분석법과 잔류농약 분석법 실
입된 표고배지의 경우 0.32로서 기준치를 약간 넘어서고
무 해설서를 따라 수행하였다. 중금속 검사는 납, 수은,
www.earticle.net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0.27, 0.28 mg/kg 수준도 기준
비소, 카드뮴, 수은을 대상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
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잔류농약 검사는 246 종류
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식품기
준과 유럽의 식품기준을 다시 비교검토하는 논의가 필요
를 대상으로 Gas Chromatography와 HPLC로 분석을 수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버섯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행하였다. 수입지역 당 3개의 배지를 3 반복 측정 조사하
국내의 기준이 아닌 유럽의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만 재
였다. 결과값은 95% 유의수준에서 합당한 평균치를 제시
배된 버섯의 중금속 안전 규제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판단된다.
3년간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의 중금속 및 잔류 농약 조
최근 본 연구자들은 버섯 균주가 접종된 배지가 아닌
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금속 종류별로 볼 때 비소,
버섯 배지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밀짚, 면실
수은,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다. 납의 경우 2015년 절강성
에서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를 제외하고는 2013년과 2014
피, 케이폭박, 면실박, 비트펄프, 피트모스 등으로 부터 중
금속 오염을 조사한 결과 인도의 면실박에서 13.78 mg/kg,
년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검출 수
독일 피트모스에서 3.7mg/kg 등의 납이 이집트 비트펄프
준은 0.17에서 0.32 mg/kg 범위에 존재하였다. 지역별로
에서 카드뮴이 0.27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Kim et al,
는 길림에서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에서 납 함량이 가장
2017). 이는 온전한 표고 종균 접종 배지 뿐만아니라 버섯
높았고 천진에서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에서 가장 낮았다.
배지재료 원료에서도 국내와 유럽의 식품기준을 초과하는
산동과 요녕에서 수입된 표고 톱밥배지에서는 2013과
버섯 배지재료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2014년 모두 검출되었고 검출수준도 유사하였다. 카드뮴
조사 수치는 물론 버섯 자체에서 조사된 것이 아닌 버섯
의 경우는 2013년과 2015년 수입된 배지에서는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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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ion of heavy metals and residual pesticides from the imported sawdust media inoculated with oak mushroom
cultures in China
Imported
location

Imported year

Jinlin
Shandong
Liaoning

2013

Tianjin
Shandong
Liaoning
Zheiiang

2014
2015

Heavy metals (mg/kg)
Pb

As

Cd

Hg

Cr

Residual
pesticides

0.32

ND

ND

ND

ND

ND

0.28

ND

ND

ND

ND

ND

0.23

ND

ND

ND

ND

ND

0.17

ND

ND

ND

ND

ND

0.28

ND

0.028

ND

ND

ND

0.27

ND

0.037

ND

ND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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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No Detection.

배지에서 조사된 자료인 바 직접 버섯 그 자체의 식품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량이지만 버
섯 재배 과정에서 버섯 자실체로 전이될 우려는 존재한다.
소비자의 우려는 비록 기준치 이하더라도 중금속에 대한
거부감이 큼으로 수입 배지와 수입 배지 재료에 존재하는
중금속이 재배하는 자실체로 전이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중금속의 자
실체 전이 정도가 버섯 종류나 품종에 따라, 배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재배 방법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소비자 우
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으로서 또는 약용 소재로서의
버섯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담자균류 버섯
은 일반적으로 중금속을 흡수하여 세포내 축적하는 성향
이 크므로 자연에서 채취되는 버섯에서의 중금속 오염 정
도 해외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Campos et al,
2009; Chauhan 2014).

리적 요소나 조건을 말하는 농산물 안전생산의 위해요소
로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요소인 중금속이 중국산 수입
표고 버섯배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양
송이와 느타리 버섯배지 재료로 사용되는 수입된 농업부
산물에서 중금속과 농약 이외에도 여러 종의 식물병원성,
인체 및 동물병원성 세균과 곰팡이가 분리된 보고가 있다
(Kwon et al, 2015; Lee et al, 2016). 본연구에서도 Fig.
1에 처럼 수입된 표고 배지에서 푸른색을 띠는 부위와 같
이 진균 오염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는 바 향후 수입 표고
버섯배지에 생물학적 위해요소로서 미생물의 존재 여부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농산물 위해요
소 관리를 위해서 화학적 요소인 중금속 등에 대한 발생
원인과 예방조치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는데 수입 버섯
배지와 배지재료에 대한 관리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 후 이러한 관리사항을 마련하는
기초 근거 자료로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버섯 배지 또는 버섯 배지 재료의 중금속 오염은
www.earticle.net
버섯 재배 후 발생하는 폐배지 또는 수확후배지에
대한
적 요
검토도 필요하다. 버섯 수확 후 배지는 현재 재활용을 위
국내 안전 버섯생산을 위해서 수입된 표고균이 접종된
해서 퇴비와 가축사료 용도로 가능성이 연구되어져 왔다
(Kim et al, 2016; Kim et al, 2014; Moon et al, 2015;
표고배지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의 존재 위험성을 두고
Jo et al, 2015). 따라서 배지 또는 배지재료의 중금속 오
염은 자실체 전이 이외에도 버섯 재배 후 비료로 토양으
로 투입되어 토양에 축적되고 장기간 농축되면 재배하는
작물에 생물축적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수확후배지가 침출수로 인해서도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바 중금속 오염은 이러한 인
식에 더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확후
배지의 배출은 버섯 생산량의 5배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Williams et al, 2001) 연간 국내 토양에 투입
되는 수입 버섯배지 및 재료로부터 나온 수확후 배지로부
터 중금속의 토양오염 정도 추산도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

우려가 있어 왔다. 버섯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우려되
는 위험성에 대해 건전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
하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5년 사이 중
국 6개 지역에서 수입된 표고균이 접종된 톱밥배지에서
중금속과 잔류농약 존재여부를 알고자 분석을 수행하였
다. 납, 비소, 크롬, 수은, 카드뮴 중에서 비소, 크롬, 수은
은 검출되지 않았다. 납은 길림, 산동, 텐진, 요녕 지역에
서 수입된 표고톱밥배지에서 검출되었으며 검출수준은
1.7 에서 3.2 mg/kg 이었다. 카드뮴은 산동과 요녕 지역에
서 검출되었고 검출수준은 0.028 to 0.037 mg/kg 이었다.
잔류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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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the morphology and antioxidant content of
shiitake cultivated in smart fa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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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orphology and antioxidant content of shiitake mushrooms (Lentinula edodes) cultivated in
smart farms and general farms have been compared. With regard to morphology, mushrooms produced in the smart farm
system exhibited a slightly thicker and wider pileus and thicker and longer stipe than those in the general farm system. The
stipe in the mushrooms from moderate-sized farms was harder, because the low relative humidity of cultivation rooms could
induce mushroom tissue to harden. With regard to the antioxidant content,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evaluated
by the DPPH assay. Among the various treatments, hot water extracts of freeze-dried shiitake produced from smart farms
exhibited the highest DPPH value of 37.8%. In contrast, the lowest activity of 12.2% was observed in a 70% fermented
alcohol extract of shiitake that was dried by hot air. The polyphenol content was higher in hot water extracts than in 70%
fermented alcohol extracts. Additionally, the polyphenol content was higher in the freeze-dried samples than in hot-air dried
ones. The smart-farm system was preferred over the general cropping system for cultivating shiitake mushrooms, because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polyphenol content of mushrooms from the smart-farm system was better; the functionality of this
system was more improved than that of the general cropping system, and it enables mushrooms to be cultivated more
efficiently. The antioxidant content is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amples, i.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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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버섯으로 많이 알려진 표고는 체내 면역기능을 높
여주는 Lentinan(β-1,3-D-glucan)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 효과를 나타
내는 Eritadenine, 그리고 체내에서 비타민 D₂로 합성되
어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는 Ergosterin 등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Enman et al., 2007; Hatvani, 2001; Kim et
al., 2013; Lee at al., 1997).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표고는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이 연하여 신선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워 주로 건조 상태로 저장·유통된
다. 일반적으로 버섯을 건조하면 색, 질감, 영양 성분 및
생리활성 정도에 변화를 초래하는데(Stapelfeld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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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건조에 따른 버섯의 항산화 활성 변화에 대한 연구
로는 건조 방법에 따른 표고의 항산화능과 항유전독성 효
과(Kim et al., 2012)와 컨베이어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
한 표고의 건조 및 항산화 특성(Li at al., 2007) 등이 보
고 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이유는 버섯 재
배환경은 버섯의 종류, 품종에 따라 온도, 습도, CO2, 광
등 매우 다양하고 건조방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재배환경 조
절된 표고와 일반적인 재배환경에서 재배된 표고의 형태
학적 특성평가를 비교하고, 건조 방법 및 추출 용매를 달
리한 후 이에 따른 생리활성 변화를 조사하여 스마트팜
시스템이 버섯의 형태 및 기능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밝혀 기초자료로 쓰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은 Blois(1958)의 방법을 변
형하여 전자공여효과로 나타나는 각 추출물에 대한 환원
력을 측정하였다. 99.9% methanol에 녹인 0.2mM DPPH
solution 0.1 mL에 표고버섯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
간 혼합한 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0분간 상온에서 반
응시킨 다음 517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추출물 첨
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1912)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표고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reagent 0.1 mL
첨가한 후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0% Na2CO3 0.1 mL
첨가한 후 혼합하고 1시간 동안 암반응시킨 후 7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를 이
용하였고 작성한 표준곡선(Y=0.159X+0.231, R²=0.999)
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표고는 일반 재배방식으로 재배된 표고
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A농가에 스마트 팜 시스템으로
통계처리
재배된 표고이며, 이 스마트 팜 시스템은 표고에 대한 센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서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정보 수집부, 생육환경 정보관리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료의 평균 및 표준편
시스템부, 기타장치부로 나눠진다. 환경정보 수집부는 온
차를 구하였으며, 각 실험의 평균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
도, 습도, CO2, 배지센서와 센서로부터 검침된 정보를 유
성 검정은 ANOVA 및 Duncan의 다중검증법(DMRT,
선통신을 통해 수집서버로 전송하는 통신게이트웨이로 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으로 하였다.
성하였고, 장기간의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할 수 있게 생육환경 정보관리 시스템부는 환경
결과 및 고찰
정보수집부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저장, 디스플레이
외형 평가
하는 수집서버와 실시간 생장환경 모니터링 및 중앙 표고
버섯재배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하였
다. 마지막 기타 장치로 버섯 상태 확인을 위한 관제시스
Table 1. Characteristics evaluation of smart-farm and non템인 영상감시장치, 패널 외함 등으로 구성한 후, 시스템
control
www.earticle.net
을 운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Smart-Farm
Non-Control
외형 평가
표고버섯 자실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평가를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갓의 크기 및 두께 그리고 대의
길이와 굵기를 Caliper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갓과 대의
색채는 색체계(Minolta Chroma Meter, CR-400)를 사용
하여 검정하였으며, 갓과 대의 경도는 경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제조
표고버섯 자실체를 동결건조 및 열풍건조 시켜 분쇄한
후 건조 시료의 20배(v/w)의 D.W. 와 99.9%의 발효주정
을 70%로 희석하여 각각을 추출용매로 가하여 24시간씩
3반복 추출한 후 흡입 여과하였고, 여과액을 회전감압 농
축하여 제조된 추출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Pileus-diameter(mm)

58.33(±2.92) c

56.09(±4.09) c

Pileus-thickness(mm)

19.04(±2.25)* ef

14.76(±2.27)* g

Sten-length(mm)

34.72(±9.36) d

34.16(±4.72) e

Stem-thickness(mm)

9.68(±1.62) g

9.76(±0.98) i

Pileus L value

73.11(±8.29) b

64.37(±4.18) b

Pileus a value

7.20(±2.43) g

9.92(±1.41) i

Pileus b value

19.96(±4.09) ef

23.41(±2.19) f

Stem L value

53.97(±5.79)** c

52.45(±3.82)** d

Stem a value

10.64(±2.17)* g

11.32(±1.78)* hi

Stem b value

23.55(±2.27) e

23.65(±2.03) f

Pileus-hardness(g/mm)

1.55(±0.24)* h

2.08(±0.41)* j

Stem-hardness(g/mm)

10.45(±3.12) g

12.92(±2.59) gh

Weight per one(g)

17.27(±1.44) f

14.39(±2.14) g

Moisture content(%)

87.45(±1.05) a

83.79(±2.55) a

* p < 0.05, ** p <0.01

스마트 팜 시스템으로 재배된 표고의 외형평가 및 항산화능 활성

208

금 높게 나왔고(Fig. 1), 갓과 대의 경도는 일반 재배된 버
섯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수분 함량이 더 적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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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ce of fruit body.(a: smart-farm, b: non-control)

스마트 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배한 표고와 일반재배
시스템으로 재배한 표고의 갓 직경과 두께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갓 직경과 굵기, 대 길이와 굵기, 개체
중 모두 스마트 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배한 버섯이 조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비타민 C와 같이 섭취 가능한 항산화물질은 free radical
을 환원시키거나 제거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효소적
방어체제로 질병예방을 위한 중요한 물질이다(Gardner
and Fridovich, 1991). 표고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
이 스마트 팜 시스템에서 재배한 버섯이 일반 재배환경으
로 재배한 버섯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건조방
법에 따라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인 처리구는 동결건조 버
섯이 열풍건조 버섯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건조방법에 관계없이 열수 추출물이 70% 발
효주정 추출물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스마트
팜 시스템으로 재배한 버섯이 모든 처리구에서 일반재배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70% fermentation ethanol and hot-water extracts from Lentinula edodes. The
conten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www.earticle.net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70% fermentation ethanol and hot-water extracts from Lentinula edodes. The contents are
represented by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level of p<0.05 amo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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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표고버섯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기 위하여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함량을 계산하였다(Fig. 3). 폴
리페놀 함량 역시 재배조건 및 건조조건에 영향 없이 각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 팜으로 재배환경 조절된 표고가 일반 재배된 표고
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Fig. 3). Kim 등(2012)
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른 용매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
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
는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Wang 등(2003)의 보고
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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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otential use of persimmon peels (PP) in mushroom culture medium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mushrooms. Pleurotus eryngii was cultivated in medium supplemented with PP (SMPP) at the following
concentrations: 0% SMPP (control), 5% SMPP, 10% SMPP, 15% SMPP, 20% SMPP, or 30% SMPP.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ABTS cation scavenging ability, and reducing power of P. eryngii cultivated in SMPP were
investigated. P. eryngii cultured in 20% SMPP produced the highest values for all four measurements.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cation scavenging ability, and reducing power all increased upon the addition of PP. Based
on our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persimmon peels are a highly valuable supplement for functional mushroom cultur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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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이다(Kim et al, 1995; Yoon and Lee, 2004). 큰느
타리버섯은 단백질, 비타민 및 각종 무기성분이 풍부하게
큰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은 팽이버섯, 느타리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른
www.earticle.net
버섯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용버섯으로 상품명
버섯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아서 저장성이 우수하기 때문
인 “새송이버섯”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육질이 단
에 수출상품으로써 가치도 높다(Hong et al, 2004). 큰느
타리버섯의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로는 단백다당류에 의
단하여 씹힘성이 좋고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진 저칼로리
한 암세포 성장 억제능, 당뇨쥐의 혈당 및 혈중 콜레스테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210-215
롤에 미치는 영향, 대장암 세포 증식 및 세포사멸에 미치
http://dx.doi.org/10.14480/JM.2017.15.4.210
는 영향,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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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성 탐색 등이 보고되었다(Kang, 1999; K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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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et al, 2003). 큰느타리버섯은 1997년부터 우리나
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병재배 버섯이며 병재
배를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대두박, 면실박, 면실
피, 밀기울 등을 혼합한 혼합배지가 사용하고 있다. 버섯
배지 원료는 대부분 곡물이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
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배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최근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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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버섯재배 농가의 경영비도
상승하여 버섯재배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의존적인 버섯배지 원료를 대체
할 수 있는 국내 부존자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Kim et al, 2014). 버섯배지 원료는 버섯 품질의 균일
화와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자실체
발생 및 생육을 위해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이 적합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부존자원은 제한적이며
버섯배지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부존자원으로는 농산부
산물이 있다(Hong, 1979; Gal and Lee, 2002; Lee et al,
2002; Royse and Sanchez, 2007; Kim et al, 2014). 최
근에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자치 단체들마다 “향토산
업 육성사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 특
산물의 가공부산물을 버섯배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농산부산물을 버섯배지 원료로 이용하여 재배한 버섯을
지역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m et al, 2014).
경남지역은 예로부터 감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곶감, 감말랭이 등의 다양한 감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감 가공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인 감과피에는
epicatechine, catechine, ferulic acid, gallic acid,

본 시험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분양받
은 큰느타리 2312((Pleurotus eryngii 2312)를 공시균주로
사용하였으며 공시균주는 PDA(Potato Dextrose Agar) 평
판배지에서 7일 동안 배양한 후 MCM(Mushroom
Complex Medium) 배지에서 액체배양한 다음 시험종균
으로 사용하였다.
본 시험에서 배지자원으로 사용한 감과피는 경상남도
산청군에 소재한 지리산 산청곶감 작목반으로부터 건조된
것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감과피는 5%, 10%,
15%, 20%, 25% 및30%의 부피비(v/v)로 시판혼합배지에
첨가한 후 시험구로 사용하였고 대조구는 시판혼합배지를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서는 감과피 무첨가구와 5%(5% PP), 10%
(10% PP), 15%(15% PP), 20%(20% PP) 및 30%(30%
PP) 감과피 첨가구 배지에 접종한 큰느타리 2312 종균을
큰느타리버섯 표준재배법(Ryu et al, 2007)에 준하여 표
o
준온도(15 C)에서 생육시켜 수확한 자실체를 사용하였다.
자실체는 동결 건조한 다음 분쇄하였으며 분쇄한 자실체
o
는 에탄올에 침지한 후 50 C에서 100 rpm의 조건으로 2
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filter paper (No. 2)로 여과한 후 회전감압농축기(Eyela,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조추출물의 추출 수율을 구하였으며
조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56.0%였다.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P-coumaric acid 등의
phenol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보
고되었다(Gorinstein et al, 2001). 특히 고종시의 감과피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는 감과육보다 DPPH radical 소거능과 항염증 및 항암효
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Kawase et al, 2003;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Kim, 2012). 감과피에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에 의해 환원되면 몰리브덴이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Singleton et al (1981)
있음에도 활용방안이 없어 대부분 논밭에 살포되거나 하
www.earticle.net
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추출물 100
천에 방치되어 토양의 산성화와 수질 오염 등의 환경 피
ul에 2% sodium carbonate(Na2CO3) 용액(Sigma-aldrich
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Kim, 2005; Kim et al,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 ml를 첨가한 후 3
2014). 감과피는 감 수확 후 거의 같은 시기에 박피되므로
분 동안 방치한 다음 50% Folin-Ciocalteu reagent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다른 과실이나 채소 가공 부산물에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00
비해 수분함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된 감의 50%는 곶감으로 제조되고 30%는 홍시, 20%는
ul를 첨가하였다. 혼합액은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Moleculardevices, SpectraMax
식초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곶감 생산 후 발생되는 감
과피는 원과의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과피
M5,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720 nm에서 흡광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Kim, 2005).
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Sigma-aldrich Chemical
본 연구는 경남지역 특산물의 가공부산물인 감과피를
Co.,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작성한 검량선
버섯배지로 이용하여 재배한 큰느타리버섯의 생리활성을
을 이용하여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하여 기능성 버섯 생산을 위한 버섯배지 자원으로서
구하였다.
감과피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재료 및 방법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시험균주 및 감과피 첨가배지
ability, EDA)은 짙은 보라색을 띄는 안정한 라디칼인

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 버섯의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영향

DPPH가 항산화물질의 전자공여능에 의해 수소 혹은 전
자를 받아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Blois et al(1958)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추출물 50 ul에
0.15 mM DPPH 용액(Sigma-aldrich Chemical Co., St.
o
Louis, MO, USA) 200 ul를 첨가한 후 37 C에서 30분 동
안 반응시킨 다음 multi-mode microplate reader를 이용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구는
BHT(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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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첨가구
와 대조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구하여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
(대조구 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대조구 흡광도×100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청록색을
·+
띄는 ABTS 라디칼이 항산화물질의 전자공여능에 의해
수소 혹은 전자를 받아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Re et
al(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추출
물 100 ul에 ABTS 용액(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900 ul를 첨가한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를이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구는 L(+)-ascorbic acid(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대조구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구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
(대조구 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대조구 흡광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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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5회 이상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
과이며 실험결과의 평균값과 표준오차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USA) program을 사용하여 구하였고
Duncan’s 다중검정법으로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미치는 영향
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Fig. 1과 같이 큰느타리버섯 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구하여 평가하였다. 감과피 무처리구 큰느타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50.7±0.38 mg GAE/100 g였으며
5%(5% PP), 10%(10% PP), 15%(15% PP), 20%(20%
PP) 및 30%(30% PP) 감과피 처리구별 큰느타리버섯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70.7±0.03 mg GAE/
100 g, 270.86±0.04 mg GAE/10 0g, 280.24±0.06 mg
GAE/100 g, 380.96±0.05 mg GAE/100 g, 300.86±0.05
mg GAE/100 g으로 감과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폴리
페놀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 감과피
처리구(20% PP)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일
반적으로 버섯의 일반 성분 및 생리활성물질은 버섯의 품
종, 생육배지, 수확시기, 재배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육 중 환경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2
차 대사산물인 생리활성물질의 생성량은 증가될 수 있다
(Chang et al, 1993; Barros et al, 2007; Ho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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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Reducing power) 측정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환원력은 추출물이 수소를 공여
3+
2+
하여 ferric ion (Fe )을 ferrous ion (Fe )으로 환원시키
는 능력을 측정하는 potassium ferricyanide법을 이용한
Oyaizu(1986)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추출물 500 ul에 0.2 M phosphate buffer(pH 6.6) 500 ul
와 10%potassium ferricyanide(Sigma-aldrich Chemical
o
Co., St. Louis, MO, USA) 500 ul를 혼합한 후 50 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혼합액에 10% trichloroacetic
acid(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500 ul를 첨가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
였다. 상등액1 ml과 증류수 1 ml를 혼합한 다음 1%ferric
chloride(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00 ul를 첨가한 후 multi-mode micro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ethanol extracts of
Pleurotus eryngii.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treatment without persimmon peels, 5% PP: treatment
without 5% persimmon peels, 10% PP: treatment without
10% persimmon peels, 15% PP: treatment without 15%
persimmon peels, 20% PP: treatment without 20%
persimmon peels, 30% PP: treatment without 30%
persimmon p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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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에 미치는 영향
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에 미치는 영향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항산화 활성을 측
정하는 방법 중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화합물인 DPPH가 황 함유 아미노산,
ascorbic acid, 페놀성 화합물 등의 항산화 물질로부터 전
자나 수소를 제공받아 환원되면서 자색이 탈색되는 원리
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원력이
클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Lee et al, 2015). 1 mg/ml의
농도에서 감과피 무첨가구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6.20%였고 5%(5% PP), 10%(10%
PP), 15%(15% PP), 20%(20% PP) 및 30%(30% PP) 감
과피 처리구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각
15.26±0.03%, 22.29±0.05%, 22.30±0.05%, 36.81±0.06%,
21.99±0.04%로 감과피 첨가량에 비례하여 20% 감과피
첨가구(20% PP)에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이 나타났으나 30% 감과피 처리구(30% PP)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양성 대
조구인 BHT는 0.1 mg/ml의 농도에서 87.95±0.09%의
ABTS 양이온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Kang et al(1995)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들의 항산화 작용의 지표라고 보고하
였으며 20% 감과피 처리구(20% PP)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감과피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20% 감과피 처리구(20% PP)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온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감과피 첨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ABTS 라디칼소
거 활성에 미치는 영향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함께 항산화 활성을 스크리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많
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ABTS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hydrogen donating antioxidants와 chain
breaking antioxidants 물질의 항산화력 측정이 가능하며
ABTS 라디칼을 억제하거나 소거하는 것에 의해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Ikekawa, 1995).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ABTS 양이온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1 mg/ml의 농도에서 감과피 무처리구 큰느타리
버섯 추출물의 ABTS 양이온 소거 활성은 34.83±0.13%
였고, 5%(5% PP), 10%(10% PP), 15%(15% PP),
20%(20% PP) 및 30%(30% PP) 감과피 처리구별 ABTS
양이온 소거 활성은 각각 15.26±0.14%, 22.29±0.10%,
22.30±0.12%, 36.81±0.12%, 21.99±0.10%였다. 양성 대
조구인 ascorbic acid는 0.1 mg/ml의 농도에서 92.17
±0.11%의 ABTS 양이온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20% 감
과피 처리구(20% PP)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36.81
±0.06%)과 함께 ABTS 양이온 소거 활성(36.81±0.12%)
도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ABTS 양이온 소거 활성은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의 항산화력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DPPH 라디칼 소거능보다는 높은 활성을 나타나
지만 20% 감과피 처리구(20% PP)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
다 (Re et al, 1999; J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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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of methanol extracts of
Pleurotus eryngii.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treatment without persimmon peels, 5% PP: treatment
without 5% persimmon peels, 10% PP: treatment without
10% persimmon peels, 15% PP: treatment without 15%
persimmon peels, 20% PP: treatment without 20%
persimmon peels, 30% PP: treatment without 30%
persimmon peels.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of methanol extracts of
Pleurotus eryngii.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treatment without persimmon peels, 5% PP: treatment
without 5% persimmon peels, 10% PP: treatment without
10% persimmon peels, 15% PP: treatment without 15%
persimmon peels, 20% PP: treatment without 20%
persimmon peels, 30% PP: treatment without 30%
persimmon peels.

감과피 첨가배지가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환원력
(Reducing power)에 미치는 영향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의 환원력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
다. 1 mg/ml의 농도에서 감과피 무첨가구 큰느타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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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ducing power of methanol extracts of Pleurotus
eryngii.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treatment
without persimmon peels, 5% PP: treatment without 5%
persimmon peels, 10% PP: treatment without 10%
persimmon peels, 15% PP: treatment without 15%
persimmon peels, 20% PP: treatment without 20%
persimmon peels, 30% PP: treatment without 30%
persimmon peels.

열수 추출물의 환원력은 0.21±0.02였고, 0%(control),
5%(5% PP), 10%(10% PP), 15%(15% P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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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 등을 조사하였다. 감과피 무처리구 큰느타리버섯
추출물에 비해 20% 감과피 첨가구(20% PP) 큰느타리버
섯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양이온 소거능, 환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5%(5% PP), 10%(10% PP), 15%(15% PP) 및
20%(20% PP) 감과피 처리구에서는 감과피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양이온 소거능, 환원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과피는 큰느타리버섯의 항산화
기능성 향상을 위한 버섯배지 자원으로써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6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012902)와 2017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
호 PJ01112505)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의 일부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Barros L, Ferreira MJ, Queiros B, Ferreira ICFR, Baptista P. 2007.
PP), 30%(30% PP) 감과피 처리구별 환원력은 각각
Total phenols, ascorbic acid, β-carotene and lycopene in
0.27±0.02, 0.27±0.01, 0.27±0.03, 0.30±0.01, 0.25±0.05였
Portuguese wild edible mushrooms and their antioxidant
다. 양성 대조구인 BHT는 0.1 mg/ml의 농도에서
activities. Food Chem. 103:413-419.
3.2±0.01%의 ABTS 양이온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해송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 by the use of a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1199-1200.
이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해
Chang ST, Buswell JA, Chiu SW. 1993. Mushroom biology and
송이는 버섯의 채집 시기와 물질의 추출시간에 따라 환원
mushroom product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Hong
력에 차이가 나타나며 10 mg/ml의 농도에서 8월에 채집
Kong. pp. 3-17.
한 버섯의 환원력은 0.5, 11월에 채집한 버섯의 환원력은
Gal SW, Lee SW. 2002. Development of optimal culture media for
the stable production of mushroom. J Korean Soc Agri Chem
0.69였고 해송이는 열수 추출할 경우 추출시간에 따라 아
Biotechnol. 45:71-76.
미노산과 탄수화물이 분리되기 때문에 추출시간이 경과함
Gorinstein S, Zachwieja Z, Folta M, Barton H, Piotrowicz J,
www.earticle.net
에 따라 추출물의 환원력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Xu
et
Zemser M, Weisz M, Trakhtenberg S, Martin-Belloso O.
al, 2007). Xu et al(2007)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큰느
2001. Comparative contents of dietary fiber, total phenolics,
and minerals in persimmons and apples. J Agric Food Chem.
타리버섯의 환원력은 해송이 열수 추출물보다 우수한 것
49:952–957.
으로 보이며 큰느타리버섯도 추출시간 및 조건에 따라 환
Hong JS. 1979. Studies on the compositional changes of media
원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during oyster mushroom cultivation. Korean J Appl Microbiol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과피
Bioeng. 7:37-46.
Hong
KH, Kim BY, Kim HK. 2004. Analysis of nutritional
는 큰느타리버섯의 항산화 기능성 향상을 위한 버섯배지
components in Pleurotus ferulea. J Food Sci Technol. 36:563자원으로써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버섯 생산을 위한 버섯배지 자원
으로서 감과피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감과피 무
첨가배지(control)와 5%(5% PP), 10%(10% PP),
15%(15% PP), 20%(20% PP) 및 30%(30% PP) 감과피
첨가구 배지에서 배양된 큰느타리버섯 자실체의 총 폴리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양이온 소거능,

567.
Hong MH, Jin YJ, Pyo YH. 2012. Antioxidant properties and
ubiquinone contents in different parts of several commercial
mushrooms. J Kor Soc Food Sci Nutr. 41:1235-1241.
Hui YF, Den ES, Chi TH. 2002. Antioxidant an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dible mushrooms. J Food Lipids. 9:
35-46.
Hwang YJ, Nam HK, Chang MJ, Noh GW, Kim SH. 2003. Effect
of Lentinus edodes and Pleurotus eryngii extracts on
proliferation and apoptosis in human colon cancer cell lines.
Food Sci Nutr. 32:217-222.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2:17 PM

215

김철환 · 김혜수 · 박현영 · 정종천 · 이찬중 · 공원식 · 조수정

Ikekawa T. 1995. Bunashimeji, Hypsizigus marmoreus antitumor
activity of extracts and polysaccharides. Food Rev Int. 11:207209.
Jang YA, Lee JT. 2015. The evaluation of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aging of extract solvent and Poria
cocos by parts. Kor J Aesthet Cosmetol. 13:377-383.
Kang MS. 1999. Studies on the artifical cultivation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Pleurotus eryngii. Master degree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 TS, Kang MS, Sung JM, Kang AS, Shon HR, Lee SY. 2001.
Effect of Pleurotus eryngii on the blood glucose and
cholesterol in diabetic rats. Kor J Mycol. 29:86-90.
Kang TS, Jeong HS, Lee MY, Park HJ, Jho TS, Ji ST, Shin MK.
2003. Mycelial growth using the natural product and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ion activity of
Pleurotus eryngii. Kor J Mycol. 31: 175-180.
Kang YH, Park YK, Oh SR, Moon KD. 1995. Studies on the
physiological functionality of pine needle and mugwort
extracts. Korean J Food Sci Technol. 27:978-984.
Kawase M, Motohashi N, Satoh K, Sakagami H, Nakashima H,
Tani S, Shirataki Y, Kurihara T, Soengler G, Wolfard K,
Molnar J. 2003. Biological activity of persimmon (Diospyros
kaki) peel extracts. Phytother Res. 17:495–500.
Kim HS, Kim SC, Cheong JC, Cho SJ. 2014. Effect of the
supplementation of persimmon peels on mycelial growth of
Pleurotus eryngii. J Mushrooms 12:371-374.
Kim JS, Han JS, Lee JS. 1995. A study for the mechan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mushrooms by various cooking
methods. Korean J Food Cook Sci. 11:44-50.
Kim YH. 2012. Anticancer,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Extraction from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
cv. Gojongsi) Fresh Pulp, Fresh and Dried Peel. Master degree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YJ. 2005. Effect of Dietary Dried Persimmon By-product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hicken Meat. Korean J Food

Sci Resour. 25:436-441.
Lee DJ. 2002.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isolates, and artificial
cultivation of Pleurotus eryngii. Ph .D. degree thesis. Dankook
University.
Lee SY, Choi HD, Yu SN, Kim SH, Park SK, Ahn SC. 2015.
Biological activities of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Iceplant) extract. J Life Sci. 25:638-645.
Lee YH, Cho YJ, Kim HK. 2002. Effect on mycelial growth and
fruit body development according to additives and mixing
ration in pot cultivation of Pleurotus ostreatus. Kor J Mycol.
30:104-108.
Oyaizu M. 1986. Studies on product of browning reaction
prepared from glucose amine. Jpn J Nutr. 44:307-315.
Re R, Pellegrini N, Proteggente A, Pannala A, Yang M, RiceEvans C. 1999. Antioxidant activity applying an improved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ssay. Free Radic Biol
Med. 26:1231-1237.
Royse DJ, Sanchez JE. 2007. Ground wheat straw as a substitude
for portions of oak wood chips used in shitake (Lentinula
edodes) substrate formulae. Bioresour Technol. 98:2137-2141.
Ryu JS, Kim MK, Kwon JH, Cho SH, Kim NK, Rho CW, Lee CH,
Ro HS, Lee HS. 2007.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Kor J Mycol. 35:47-53.
Singleton VL. 1981. Naturally occurring food toxicants: phenolic
substances of plant origin common in foods. Adv Food Res.
27:149-242.
Xu XM, Jun JY, Jeong IH. 2007. A study 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Hae-Songi mushroom (Hypsizigus marmoreus) hot
water extracts. J Kor Soc Food Sci Nutr. 36:1351-1357.
Yoon DY, Park KM, Lee JH. 2010. Characteristics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Pleurotus eryngii grown on monosodium
glutamate-enriched media. KSBB Journal. 25:277-282.
Yoon SJ, Lee MY. 2004. Quality characteristics of sulgidduk added
with concentration of Hericium erinaceus powder. Korean J
Food Cook Sci. 20:575-580.

www.earticle.net

Journal of Mushrooms

Research Article

한 국 버 섯 학 회 지

국내 수집 표고 5품종의 일반성분, 유리당, 아미노산
및 무기성분 함량
김경제1 · 임승빈1 · 윤경원2 · 제해신1 · 반승언1 · 진성우1 · 정상욱1 · 고영우1 · 조인경3 · 서경순1,*
1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3
남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2:17 PM

2

Content of proximate compositions, free sugars, amino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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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ximate composition, free sugars, amino acids, and minerals in
five Lentinula edodes cultivars collected in Korea.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crude fat and crude fiber
were found between the samples;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variation in the contents of nitrogen free extract, ash, and
crude protein. Three kinds of free sugars (fucose, arabinose, and glucose) were identified by HPLC, with the glucose
content ranging from 5.94% to 12.08%. Sixteen kinds of free amino acids were identified: the highest content of amino
acids was found in ‘Sanlim5ho’ (13,768.33 mg%), while the highest content of free amino acids was found in ‘Sanlim4ho’
(6,790.57 mg%). The minerals detected in the L. edodes cultivars were potassium, calcium, magnesium, and sodium, the
contents of which ranged from 567.16–2,356.09 mg%, 3.85–7.42 mg%, 9.79–20.88 mg%, and 19.60–22.62 m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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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에 속하는 버섯은 자실체를 형성하는 고등균류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을 뿐더러 독특한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
어 왔으며, 자연 식품, 저칼로리 식품 및 무공해 식품으로
도 진가가 인정되고 있다 (Oh et al., 2007). 또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식품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1997).
표고 (Lentinula edodes)은 활엽수에 기생하는 담자균류
로, 느타리과 잣버섯속 혹은 표고속으로 분류되며, 우리나
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버섯 중에 하나이다. 또한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버섯으로 동양인이 좋아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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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ushroom samples of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양인들도 많이 소비하고 있다 (Hong 1980; Ko et al.,
1999).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 식품으
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강장, 이뇨, 신장염, 신경쇠약, 불
면증, 천식, 위궤양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으며, 각종 미
네랄과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저칼로리성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Park et al., 1998; Hong et al., 1988;
Choi et al., 2000). 더불어 항암작용 물질인 렌티난
(lentinan)과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함량을 낮추는 에리타
데닌 (eritadenin)을 함유하고 있어 약용 버섯으로도 사용
되는 추세다 (Park et al., 2011).
표고은 농산버섯을 포함한 버섯 사업 중에서 생산액 1위,
생산량 4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임산버섯으로 임가의 중요
한 소득 작물이나, 각 품종의 유용성분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망한 표고버섯
5 품종의 영양성분을 알아보고자 일반성분, 유리당, 아미노
산 및 무기성분의 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료 및 방법

로 측정된 질소량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
며, 조지방의 함량은 Soxhlet 추출법 (Lee et al., 2008)으
로, 조섬유는 Henneberg Stohmann 개량법 (Kim et al.,
2007)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가용성 무질소물의 함량은
총량에서 조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섬유의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유리당 분석
o
유리당 분석은 시료 0.2 g에 증류수를 가하고 60 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5,000 rpm, 15 min)하
여 상층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Co.,
USA)로 여과 하였으며 여액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
법으로 계산하였으며, HPLC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PLC conditions for free sugar analysis
Content
Instrument

재 료
Column
본 시험에 사용된 표고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수
www.earticle.net
집 및 분류하여 냉동건조 한 후 보관된 자실체를
사용하
Solvent
o
였다(Fig. 1). 시험에 사용한 품종들의 배양온도는 25 C,
Column temp.
pH는 5~6, 탄소원은 glucose, 질소원은 malt extract를 사
Flow rate
용하였다.

Injection volume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추출 및 chromatography용 용매 및 시약
(Sigma-Aldrich Co., USA)은 일급 또는 특급시약을 사용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 1996)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시료
o
0.5 g을 각각 칭량병에 담고 105 C dry oven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조회분은 시
o
o
료 0.5 g을 250 C에서 예비 회화한 후 600 C에서 직접
회화법으로, 조단백질의 함량은 Kjeldahl법 (Sin, 1987)으

Analysis condition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ELSD detector
ZORBAX Carbohydrate
( 4.6 mm × 150 mm )
75% Acetonitrile
o

30 C
1.4 mL/min
5 μL

구성아미노산
구성 아미노산 분석은 분쇄 시료 0.2 g과 6 N-HCl 10
mL을 시험관에 넣은 후 시험관 끝을 불로 녹여 앰플로
o
만들어 밀봉 한 후, 오토클레이브 110 C에서 24시간 가수
분해 시켰다. 가수분해가 종료 된 후, 앰플을 깨고 여과지
를 이용하여 여과화면서 methanol 50 mL로 정용하였다.
여액을 감압농축하여 20 mM HCl 10 mL로 정용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일정량
취하여 AccQ-Tag 시약을 사용하여 유도체화 시킨 후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으
며, HPLC조건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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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conditions for
mineral analysis

Table 2. HPLC conditions for amino acid analysis

Content

Analysis condition

Content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Detector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FLD

Instrument

™

Column
Column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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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Q-Tag
(Waters Co., 150 mm × 3.9 mm)
o

37 C

Analysis condition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AAnalyst 400)

Fuel flow

C2H2, 2.0 mL/min

Oxidant flow

Air, 10.0 mL/min

Wavelength (nm) K: 766.49, Mg: 285.51, Na: 589.00, Ca: 422.67

mL를 가해 여과하여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4배
희석한 염산 10 mL를 가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mL로 정용한 여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무기성
분의 정량은 원자흡광광도계 (Perkin Elmer AAnalyst
400)로 각 원소의 표준 용액 농도를 0.1, 0.5 및 1.0 ppm
으로 조제하여 표준 검량 곡선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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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solution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표고 5종의 일반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
다. 수분함량은 5.44~6.80%로 나타났고, 조지방 함량은
1.42~2.24%로 시료들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
유리아미노산
단백질 함량은 ‘산림5호’가 2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유리아미노산 분석은 시료 0.2 g에 증류수를 가하고
o
며, ‘산림9호’ (17.98%), ‘산림4호’ (15.99%), ‘산림 7호’
60 C에서 4시간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5,000 rpm, 15
(13.94%), ‘산림 2호’ (12.94%)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min)하였다. 상등액 10 mL에 sulfosalicylic acid 25 mg을
o
었다. 회분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진 ‘산림5호’ (5.08%)를
첨가하여 4 C에서 4시간 동안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
제외하고 3.22~3.93%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났다. 조섬유
(5,000 rpm, 15분)하여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상등액을
함량은 ‘산림7호’ (4.01%), ‘산림5호’ (3.91%), ‘산림2호’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액을 일정량
(3.58%), ‘산림9호’ (3.51%), ‘산림4호’ (3.27%) 순으로 높
취하여 AccQ-Tag 시약을 사용하여 유도체화 시킨 후
게 나타났다. 표고의 유효성분인 렌티난은 다당체로 (Ross
HPLC로 분석하였다.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으
et al., 1999), 가용성 무질소물 함량은 당 성분으로 변화되
며, HPLC조건은 Table 3과 같다.
www.earticle.net
는 탄수화물의 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Jeong et al., 2008).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수화물이라
무기성분
고 볼 수 있는 가용성 무질소물의 함량은 ‘산림2호’
무기성분은 건식분해법으로 전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o
(64.78%), ‘산림7호’ (63.32%), ‘산림4호’ (62.04%), ‘산림9
분석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즉 시료 0.5 g을 600 C에서
호’ (60.82%), ‘산림7호’ (54.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화시켜 백색회분을 얻은 후, 2배 희석한 진한 염산 10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5 μL

Table 4. The proximate composition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Proximate composition (s)
Sample

Content (%)
Moisture

1)

1)

Crude ass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fiber

nitrogen free extract

A

6.44±0.05

3.34±0.01

12.94±1.73

1.42±0.02

3.58±0.02

64.78±0.06

B

5.52±0.08

3.93±0.01

15.99±1.19

1.49±0.01

3.27±0.01

62.04±0.05

C

6.80±0.04

5.08±0.03

21.07±1.66

2.24±0.01

3.91±0.01

54.19±0.04

D

5.44±0.02

3.54±0.05

13.94±1.13

1.99±0.02

4.01±0.02

63.32±0.06

E

6.41±0.07

3.22±0.02

17.98±1.71

1.67±0.01

3.51±0.01

60.82±0.06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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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조지방과 조섬유 함량은 시료구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용성 무질소물, 회분,
조단백질 함량은 시료구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Free sugar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Free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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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유리당 함량
표고 5종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총 3종의 유리당이 검출되었으며, fucose, arabinose
및 glucose로 나타났다.
검출된 유리당 중 glucose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치
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arabinose가 검
출되었다. 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유리당
으로 알려진 fucose는 2종의 시료에서만 검출되었다.
총 유리당 함량은 ‘산림7호’ 14.38%, ‘산림5호’ 11.62%,
‘산림9호’ 11.03%, ‘산림4호’ 8.90%, ‘산림2호’ 8.62%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Glucose 함량은 5.94~12.08%,
arbinose 함량은 1.97~4.51%까지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유리당 구성비율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Fucose 함량은 산림 7호가 0.34%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고, 산림 9호가 0.24%로 나타났다.
버섯에 함유된 유리당들은 항산화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었다(Song et al., 1995; Sliva, 2010;

Content (%)
Fucose

Arabinose
1)

Glucose

Total

A

0.00

2.68±0.25

5.94±0.11

8.62±0.18

B

0.00

2.42±0.32

6.48±0.24

8.90±0.28

C

0.00

4.51±0.39

7.11±0.22

11.62±0.31

D

0.34±0.04

1.97±0.17

12.08±0.20

14.38±0.14

E

0.24±0.04

2.77±0.13

8.02±0.19

11.03±0.12

1)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Kim et al., 2000). fucose는 버섯에 함유된 유리당 중 가장
강한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음
식물에서는 쉽게 획득할 수 없지만 모유나 약용 버섯류에서
흔히 발견된다(Seo, 2012). 본 연구결과 fucose함량이 함유
되어 있는 ‘산림7호’ 및 ‘산림9호’는 향후 항산화 원료 제조
시 적합한 품종으로 생각되며, 버섯 생산방법에 따른 fucose
함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Table 6. Total amino acid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Total amino acids

Content (mg%)
A
1)

B

C

D

E

Aspartic acid

708.65±9.88

799.42±8.51

951.25±9.40

638.55±8.12

571.70±8.05

Serine

632.44±7.34

659.71±4.28

788.05±7.08

559.99±4.91

541.59±5.02

Glutamic acid

1971.28±10.12

2369.46±11.04

2305.09±10.87

1759.09±10.08

2155.52±10.22

Glycine

529.70±7.25

568.58±6.31

688.28±5.28

494.17±4.27

497.55±5.58

Histidine

406.49±4.60

418.69±4.25

518.16±5.07

341.16±4.13

356.58±4.48

Arginine

841.80±6.49

895.09±6.62

1212.20±9.01

743.72±5.80

726.43±6.65

Threonine

667.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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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3±6.30
835.64±7.88

610.42±6.10

613.92±6.12

Alanine

748.43±8.04

647.48±6.78

721.71±6.50

524.51±6.02

521.72±6.26

Proline

453.20±5.05

480.29±4.38

528.19±5.91

422.58±5.58

388.22±4.01

Tyrosine

174.98±3.11

211.41±3.84

284.77±3.45

188.08±2.44

187.27±3.60

Valine

819.33±7.70

978.53±6.82

1024.63±9.00

748.26±6.24

781.41±7.33

Methionine

156.10±3.03

169.94±4.08

208.64±4.37

152.29±3.22

139.72±4.89

Lysine

847.83±7.75

944.38±8.30

1159.42±8.61

720.93±7.99

675.28±6.15

Isoleucine

640.75±6.99

688.37±6.53

788.84±7.04

554.15±6.05

576.24±4.90

Leucine

883.40±8.74

943.32±8.94

1068.56±9.18

770.72±7.98

747.59±7.21

Phenylalanine

574.03±5.22

607.02±5.81

684.91±6.32

497.86±4.66

500.34±4.04

2)

11055.64

12098.51

13768.33

9726.46

9981.09

3)

EAA

4995.15

5467.07

6288.80

4395.78

4391.08

EAA/TAA(%)

45.18

45.21

45.72

45.22

44.02

TAA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TAA, total amino acid.
EAA, essential amino acid(Thr+Val+Met+Ile+Leu+His+Ly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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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ee amino acid content in the five Lentinula edodes cutivars br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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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amino acids

Content (mg%)
A

B

C

D

E

Aspartic acid

1)

58.02±1.37

130.93±3.16

64.17±2.67

106.24±2.49

103.14±2.44

Serine

203.51±2.31

293.44±3.02

165.19±2.15

218.26±2.10

253.01±2.46

Glutamic acid

790.47±6.48

1640.66±9.01

418.05±3.25

1109.89±9.19

851.44±7.58

Glycine

60.76±1.54

47.24±1.48

32.43±1.21

56.99±1.60

95.32±1.88

Histidine

893.59±7.47

1230.73±9.28

734.64±6.76

708.28±6.14

1896.04±9.65

Arginine

467.56±3.97

620.36±5.34

548.24±4.27

421.86±4.11

561.03±5.02

Threonine

189.37±2.17

470.33±4.02

173.02±1.01

257.89±2.31

333.68±2.33

Alanine

300.57±2.87

117.76±1.67

172.44±1.33

296.30±2.58

376.78±3.84

Proline

158.76±1.66

283.40±2.88

64.01±1.25

222.40±2.12

149.43±1.25

Tyrosine

134.10±1.54

0.00

65.62±1.08

157.52±1.26

187.07±1.11

Valine

238.98±1.22

11.63±1.00

192.89±2.22

294.60±2.99

379.13±3.27

Methionine

17.57±1.08

200.94±2.71

0.00

0.00

32.20±100.

Lysine

200.90±2.70

692.19±6.17

216.09±1.17

325.13±2.72

315.83±3.79

Isoleucine

106.79±1.86

255.76±2.81

69.38±1.05

81.75±2.01

169.63±2.42

Leucine

154.17±1.44

468.82±3.62

103.18±1.94

107.78±1.08

228.69±3.04

Phenylalanine

201.17±1.70

326.40±3.03

140.54±1.02

178.34±1.15

307.15±2.55

1)

4176.29

6790.57

3159.89

4543.24

6239.57

2)

EAA

2002.53

3656.79

1629.74

1953.77

3662.34

EAA/TAA(%)

47.95

53.85

51.58

43.00

58.70

TAA

A : Sanlim2ho B : Sanlim4ho C : Sanlim5ho D : Sanlim7ho E : Sanlim9ho.
All data were presented by means±standard deviation
TAA, total amino acid.
EAA, essential amino acid(Thr+Val+Met+Ile+Leu+His+Lys).
1)

2)

3)

구성아미노산 함량
화질소(nitric oxide) 생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혈
표고 5종의 구성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압, 장운동의 조절, 혈소판의 응고, 식균세포의 기능에 관
6과 같다. 총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구성
여하는 산화질소(NO)의 전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almer et al., 1988). arginine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아미노산으로는 해독작용, 뇌 진정효과 및 당과www.earticle.net
지질대사
은 육류, 어류, 유제품, 견과류, 초콜릿 등이다. valine은
를 돕는 glutamic acid, 필수아미노산으로 면역기능을 향
1901년 독일의 화학자 에밀 피셔가 카세인에서 최초로 분
상시키는 arginine, 골다공증 예방, 치료 및 피로회복 역할
리했다. 가금류와 포유류의 경우 발린은 체내합성이 불가
을 하는 lysine외 valine, leucine 등(Eghianruwa et al.,
능하므로 음식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2011)으로 나타났다.
다. 그러나 식물과 미생물은 탄수화물의 분해산물인 피루
총 아미노산 함량은 표고 품종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산림 5호’가 13,768.33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브산에서 valine을 합성할 수 있다(Kim et al., 2010).
타냈고, ‘산림 4호’가 12,098.51 mg%를 나타났으며, ‘산
이처럼 아미노산 함량은 버섯류의 맛과 영양학적인 측
림 2호’ 11,055.64 mg%, ‘산림 9호’ 9,981.09 mg%, ‘산
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림 7호’ 9,726.46 mg%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품종 별로 나타난 아미노산 함량 차이와 조성의 차
버섯은 감칠맛을 내는 glutamic acid가 다른 아미노산에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에 따른 버섯 생산이
비해 훨씬 많다. (Kwon et al., 1987). 본 실험결과 주요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노산으로 검출된 arginine은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간에서는 체내 암모니아를 제
유리아미노산
거하기 위하여 요소의 합성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표고 5종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arginine이 요소회로(urea cycle)에서 요소로 분해된다.
7과 같다. 총 16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주요 유리아
arginine은 상피세포, 뇌신경세포, 중성구(neutrophil), 산
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histidine 및 arginine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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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리아미노산 중 높은 함량을 나타낸 histidine은 과거
성인에게는 비 필수아미노산으로 취급되었지만, 세계보건
기구는 histidine을 필수아미노산으로 취급하고 있다(Jegal
et al., 1994). 구조적으로는 이미다졸 고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 아르기닌, 리산과 함께 염기성 아미노산이다
(Ro et al., 1994).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 강
화, 궤양치료, 가슴앓이와 적혈구와 백혈구의 생성에 관여
하며 수집된 표고 중 ‘산림 9호’가 4,254.03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산림 4호’가 6,790.57 mg%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구성 아미노산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구성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난 원목·톱밥겸용인 ‘산림
5호’는 3,159.89 m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어 구성
아미노산 결과와 차이를 보여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였다.

적 요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표고의 성분차이에 의한 특
성을 분석하고자 5 품종을 수집하여 일반성분 및 유리당,
아미노산 및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조지방과 조섬유 함량은 품종간에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가용성 무질소물, 회분, 조단백질 함량은
시료구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유리당 함량을 분
석한 결과 총 3종의 유리당이 검출되었으며, glucose 함량
은 시료별로 5.94~12.08%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구성아
미노산은 총 16종이 검출되었으며, ‘산림 5호’가 13,768.33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리아미노산은 총 16종이 검
출되었으며, ‘산림 4호’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6,790.57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
과 potassium, calcium, magnesium 및 sodium 4개의 미
네랄이 검출되었으며, sodium의 함량은 567.16~2,356.09
mg%를 차지하여 가장 큰 함량을 보였고, magnesium의
함량은 9.79~20.88 mg%였으며, calcium은 3.85~7.42
mg%로 나타났고, sodium은 19.60~22.62 mg%로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기성분
표고 5종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K, Ca, Mg, Na 가 검출되었으며, K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림 5호’가 2,356.09 mg%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산림 2호’ 1,850.38 mg%, ‘산림 7호’
감사의 글
1,139.09 mg%, ‘산림 4호’ 928.33 mg%, ‘산림 9호’
본 연구는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과제번호 :
567.16 mg%로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Mg
213003-04-3-WTH12)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의 함량은 ‘산림 5호’ 20.88 mg%, ‘산림 9호’ 18.11 mg%,
‘산림 4호’ 16.85 mg%, ‘산림 7호’ 13.81 mg%, ‘산림 2호’
사드립니다.
9.79% 순으로 나타났다. Ca 함량은 3.85~7.42 mg%, Na
함량은 19.60~22.62 mg%로 품종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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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fermented spent
mushroom substrates of the winter mushroom (Flammulina
velutipes) on growth performance, carcass trai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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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rmented spent mushroom substrates (F-SMS) of Flammulina velutipes
on growth performance, carcass trai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A yeast strain (Saccharomyces sp. UJ14) and Bacillus
strain (Bacillus sp. UJ03) isolated from fresh spent mushroom substrates of Flammulina velutipes were used as probiotics to prepare F-SMS.
Twenty-four Hanwoo steers (14 months old) were allocated to three dietary treatments via a randomized block design and were slaughtered
at 30 months of age. These treatment groups included Control (TMR), T1 (TMR containing 10% of F-SMS) group, and T2 (TMR containing
30% of F-SMS). Body weight gain was not influenced by the experimental diets. DM and TDN intakes in the finishing period were
significantly (p < 0.05) greater in group T1 than in other groups. CP intake was significantly (p < 0.05) greater in group T2 than in other
groups during the whole experimental period. Among carcass traits, rib-eye area and back fat thickness tended to increase with F-SMS
www.earticle.net
supplementation. The appearance rate (%) of a meat yield more than grade A was the highest in group T1. The net profits increased by
1.2% and 13.3% in groups T1 and T2, respectively. In conclusion, if a proper feeding program (including feed safety) can be ensured, spent
mushroom substrates of Flammulina velutipes can prove to be a highly profitable feed source for Hanwoo s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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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
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원료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가
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
료비 절감은 각종 부산물이나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 사료적 가치가 우수한 농
산 부산물로는 버섯 수확후배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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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버섯배지 중 영양소의 약 20%만 재배과정에서 버섯이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 제조 및 공시사료
이용하고, 나머지 80%는 버섯 수확후배지에 그대로 남아
팽이버섯 수확후배지(Flammuliua velutipes spent
있다(Bae et al, 2006). 또한, 버섯 수확후배지에 남아있는
mushroom substrates; SMS)는 탈병 후 24시간 이내에 수
균사체에 의해 단백질과 lignin이나 cellulose결합이 어느
거한 다음,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팽이버섯
정도 분해됨으로써 반추위 미생물에 의한 이용성도 증가
수확후배지와 부형재인 소맥피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되어 축우용 사료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높다(Caswell,
40% 이하로 조절하였으며, Moon et al(2015)의 방법에
1990; Adamovic et al, 1998). 그러나 가축의 사료로 사
따라 혼합 배양액(Bacillus sp. UJ03+Saccharomyces sp.
용할 경우, 병 재배법으로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으
UJ14)을 5%수준으로 접종하고, 상온에서 14일 동안 혐기
므로(Cheong et al, 2010) 탈병 시에 파병으로 인한 플라
발효시켜서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 (Fermented
스틱 조각이 혼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spent mushroom substrates; F-SMS)를 제조하였다. 공시
사료는 성장단계별(비육전기, 14–18개월령; 비육후기,
우리나라에서는 팽이버섯과 큰느타리(새송이버섯) 그리고
19–23개월령; 비육마무리기, 24–30개월령)로 TMR을 각
느타리버섯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팽이버섯
각 제조하여 물과 미네랄 블록과 함께 자유섭취토록 하였
(Flammulina velutipes) 수확후배지는 연간 약 33.5만 톤
다. 공시사료의 배합비율과 조성분 함량은 Table 1에 나
(MAFRA, 2013)이상 발생되고 농가당 생산규모도 크다.
타내었다.
버섯배지의 원료는 주로 콘코브, 볏짚, 톱밥과 미강, 밀기
울, 비트펄프, 건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톱밥을 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외하면 모두 축우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원료들이다(Moon
et al, 2012). 팽이버섯 배지에는 톱밥은 거의 사용되지 않
사료섭취량은 급여량에서 잔량을 공제하여 매일 측정하
거나 비율이 낮지만, 특유의 향으로 인한 기호성 문제와
였고, 체중은 시험기간 동안 매월 1회씩 오전 11시에 측
수분함량이 높고(54% 이상) 부패가 쉬운 미강이 다량으
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사료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로 함유되어 있어서 대량으로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
(1995)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NDF(Neutral detergent
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발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fiber) 및 ADF(Acid detergent fiber)는 Van Soest et al
(1991)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소화 영양소총량
(Moon et al, 2014). 또한, 발효과정에서 작용하는 미생물
(TDN)은 사료회사에서 제시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도체
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반추동물의 우수한 미생물 단백
성적은 사양시험 종료 후,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시)
질원으로 이용되며, 발효취는 기호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
다(Kwak et al, 2008). 그동안 버섯 수확후배지를 원료로
내 도축장에서 공시축을 도축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육
하여 사료화를 위한 저장성이나 가축의 영양소 이용성 및
량형질(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량지수)과 육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져 왔지만, 팽이버섯 수확
질형질(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을 평가
후배지를 대량으로 발효시켜서 반추가축용 TMR의 원료
하였다. 시험축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사료비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의 제조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
로 사용하였을 때, 가축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연
며, 송아지 구입가격 및 지육판매 대금은 당일 경매가격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www.earticle.net
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를 발효시켜서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완전혼합사료(TMR)를 한우
비육우에게 급여하였을 때, 사양성적, 도체특성 및 경제성
통계처리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시험의 시험결과는 SAS(2000) 통계 package를 이용
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처리구간 유
의성(p<0.05)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한우 거세우 24두(14개월령, 평균체중 278kg)를 이용하
여 ㈜부산사료 생축장(경남 의령)에서 출하 시(30개월령)
까지 총 16개월 동안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시판되는 한우용 TMR을 급여한 대조구(Control)와 팽이
버섯 수확후배지 첨가비율에 따라 10% 첨가구(T1)와
30%첨가구(T2)로 나누어 총 3처리구를 두었다. 공시축은
각 처리구당 8두씩 난괴법으로 우사(4.5×8 m)당 4두씩
분리 배치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변화 및 영양소 섭취량
한우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체중변화는 Table 2와 같다.
성장단계별 처리간 체중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발효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첨가비율이 높은 구에서 증
체량이 많은 편이었으며, 성장단계별 일일증체량은 처리
구 모두 비육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Shinekhuu et al(2009)은 한우 거세우에게 발효 팽이버
섯 수확후배지를 볏짚 30-60%와 대체 급여하였을 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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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Treatment1)
Items

Control
2)

2)

T1
2)

T2

EP

LP

FP

EP

LP

FP

EP

LP

FP

Corn

9.0

12.0

12.0

9.0

13.0

10.0

3.0

10.0

10.0

Barley

5.0

2.0

7.0

-

2.0

5.0

-

-

5.0

Whole cotton seed

4.0

2.0

2.0

4.0

2.0

4.0

-

4.0

5.0

Prunus mume byproduct

0.7

0.7

0.7

0.7

0.7

0.7

0.7

0.7

0.7

Ingredient composition, %

Alfalfa hay

8.0

5.0

4.0

8.0

5.0

4.0

8.0

5.0

4.0

Italian rye grass

8.0

9.0

8.0

8.0

9.0

8.0

8.0

9.0

8.0

Tall fescue

3.5

-

-

3.5

-

-

3.5

-

-

-

-

-

15.0

15.0

15.0

43.0

43.0

43.0

Base-feed

26.0

31.1

28.3

26.8

31.9

32.3

19.8

17.9

14.3

Liquid yeast

25.8

26.0

26.0

25.0

21.0

21.0

14.0

10.0

10.0

10.0

12.0

12.0

-

-

-

-

-

-

-

0.2

-

-

0.4

-

-

0.4

-

Dry matter

61.46

64.96

60.23

62.95

65.55

60.96

63.99

64.79

60.57

Crude protein

13.65

15.01

14.03

13.78

14.65

14.23

14.10

15.09

14.52

Crude ash

8.98

9.53

8.68

9.15

9.42

8.78

12.66

7.48

8.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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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S

Fermentation mix
4)

Micro elements

Chemical composition, %DM

NDF

57.84

46.8

46.62

59.00

46.18

49.54

60.22

41.74

51.02

ADF

42.53

26.28

26.17

43.38

25.65

27.68

44.28

25.16

28.82

0.82

0.80

0.81

0.80

0.80

0.87

0.81

0.45

0.72

0.46

0.50

0.44

0.47

0.49

0.45

0.40

0.42

0.44

72.70

74.19

76.84

72.31

74.15

76.32

72.6

74.09

76.38

5)

Ca
5)

P

5)

TDN
1)

Control, TMR; T1, TMR including 10% F-SMS; T2, TMR including 30% F-SMS.
EP, early-fattening period (14 to 18 month age); LP, late-fattening period (19 to 23 month age); FP, Finishing period (24 to 30 month age).
Fermented spent mushroom (Flammuliua velutipes) substrates (70% SMS + 30% wheat bran).
Contained per kg diet: Vitamin A, 18,000 IU; Vitamin D3, 3,600 IU; Vitamin E, 1,500 IU; Fe, 120mg; Mn, 135mg; Zn, 135mg; Cu, 30mg;
Co, 0.3 mg.
Calculated value from the formula of feed company.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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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체량 및 일일증체량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시험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우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건물, TDN 및 조단백질 섭
취량은 Table 3과 같다. 한우 거세우의 건물섭취량은 시
험 전 기간 동안 일일 약 8.2–9.4 kg 수준이었으며, 비육
마무리기에 T1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p<0.05).
본 시험의 건물섭취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NIAS, 2012)
과 비교해보면, 체중 400–650 kg대 건물요구량(일일 0.8 kg
증체시, 평균 8.55 kg/일)보다 약 2.6–3.5% 높은 수준이었
다. Lee et al(2008)은 육성기 한우에게 농후사료를 제한
급여하고 조사료로서 버섯 수확후배지와 볏짚을 각각 자
유채식 시킨 결과, 버섯 수확후배지구가 볏짚구에 비하여
사료섭취량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볏짚과 버섯 수확
후배지의 물리적 특성 차이 때문(Lee et al, 2004; Okine

et al, 1991)이라고 하였다. TDN 섭취량은 일일 6.28–
6.97 kg 수준이었으며, 비육전기에 Control구가 다른 처리
구에 비해 많았으나(p<0.05), 비육후기에는 비슷하였고,
비육마무리기의 TDN섭취량은 T1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
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시험의 TDN섭취
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NIAS, 2012)과 비교해 보면, 체
중 400–650 kg대 TDN요구량(일일 0.6 kg 증체시, 평균
6.53 kg/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단백질 섭취량은 일일 1.15–1.41kg 수준이었으며, 전
시험기간 동안 T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
(p<0.05). 본 시험의 조단백질 섭취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
(NIAS, 2012)과 비교해보면, 체중 400–650 kg대 TDN요
구량(일일 0.6 kg 증체시, 평균 1.04kg/일)에 비해 약
14.1–17.5%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일일증체량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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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growth performance of Hanwoo steers
Treatment

Items

Control

T1

T2

Body weight, kg
Initial body wt.
1)

371.63±11.82 383.63±11.82 376.63±11.82

EP

427.85±8.21

LP2)

550.89±10.60 563.55±10.19 574.93±10.19

FP3)

652.76±10.44

Final body wt.

683.86±26.68 682.86±26.68 704.38±24.96

435.75±8.21
652.57±9.87

443.38±8.21
677.3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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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gain, kg
EP

109.13±8.42

108.63±8.42

128.13±8.42

LP

100.88±8.63

111.50±8.63

115.50±8.63

FP

92.00±8.11

78.86±8.11

84.16±7.60

Total body gain

313.71±17.07 302.71±17.07 327.75±15.96

Average daily gain, kg/d
EP

0.70±0.09

0.71±0.06

0.83±0.06

LP

0.68±0.05

0.70±0.05

0.72±0.05

FP

0.50±0.05

0.39±0.06

0.47±0.04

Mean

0.63±0.04

0.60±0.04

0.67±0.04

Mean±SE.
Early-fattening period (14 to 18 month age).
Late-fattening period (19 to 23 month age).
Finishing period (24 to 30 month age).

0.67 kg (Table 2)이었던 T2구의 영양소 섭취량(Table 3)
을 NIAS(2012)의 한국가축사양표준 한우 거세우 육성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체중 450 kg, 일일증체량 0.8 kg 기
준일 때, TDN 6.09 kg, 조단백질 0.99 kg; 체중 600 kg
일일증체량 0.6 kg 기준일 때, TDN 6.35 kg, 조단백질
1.01 kg)과 비교하였을 때, 본 시험 T2구의 비육전기(14–
18개월령, 평균 체중 443 kg)동안 TDN 및 조단백질 섭취
량은 많았지만 일일증체량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육후
기(19–23개월령, 평균 체중 575 kg)에서도 영양소 섭취량
은 많았으나 일일증체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시험 전 기간 동안 일일증체량이 평균 0.39 kg이었던 T1
구에서 비육 마무리기(평균 체중 653 kg)의 TDN 및 조단
백질 일일 섭취량이 각각 6.59 kg 및 1.23 kg 이었으나,
NIAS(2012)의 한우 거세우 체중 650 kg대 일일증체량
0.4 kg 기준에서 TDN 및 조단백질의 일일 요구량은 각각
5.91 kg 및 0.99 kg로 설정되어있어,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요구량이 실제 측정치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시험결과에서는 한우거세우의 증체
를 위한 TDN 및 조단백질 섭취량이 한국가축사양표준
(2012)에서 설정된 값보다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체성적
한우 거세우의 도체성적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육량부
분에 있어서 한우 거세우의 도체중은 406–414 kg 수준이
었으며, T2, T1, 대조구순으로 무거운 경향이었다. 등지방
Table 3.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두께는 10.57–12.25 mm 수준이었으며, T2, T1, 대조구순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nutrients intakes of Hanwoo steers
으로 두꺼운 경향이었다. 이는 T2구에서 시험 전 기간동
Treatment
안 조단백질 섭취수준이 높았는데, 한우 거세우의 비육후
Items
Control
T1
T2
기 조단백질 섭취 수준이 높을수록 등지방 두께는 두꺼워
진다는 Ryu(2017)의 2001에서 2016년까지 한우 사양에
Dry matter intake, kg/d
www.earticle.net
관련된 논문의 메타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도체중
EP
8.78±0.02
8.84±0.02
8.84±0.03
이 증가하면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 진다는 Dikeman et al
LP
9.40±0.07
9.24±0.10
9.35±0.08
(1998)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FP
8.22±0.07b
8.63±0.05a
8.22±0.07b
b
a
b
배최장근단면적은 105.86–113.43㎠ 수준으로, 처리구
Mean
8.77±0.02
8.85±0.02
8.81±0.02
2
의 모든 개체가 100 cm 이상이었는데, 다른 연구결과
TDN intake, kg/d
(KAPE, 2016; Kim et al, 2012; Lee et al, 2016)와 비교
EP
6.51±0.02
6.39±0.02
6.42±0.02
하면, 한우 거세우의 평균 배최장근단면적은 86.8–
LP
6.97±0.05
6.85±0.07
6.93±0.06
2
96.9 cm 수준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현저히 낮
b
a
b
FP
6.31±0.05
6.59±0.04
6.28±0.05
았다.
Mean
6.53±0.04
6.46±0.04
6.45±0.04
육량지수는 68.52–69.33로 나타나 처리구간에 비슷한 수
CP intake, kg/d
준이었으며, 육량 A등급 비율은 대조구 57%, T1구에서
EP
1.20±0.01
1.22±0.01
1.25±0.01
71% 그리고 T2구에서 38%로 나타났다. T1구에서 육량 A
LP
1.35±0.01b
1.35±0.01b
1.41±0.01a
등급 출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도체중에 비해 등심단면
FP
1.15±0.01c
1.19±0.01b
1.23±0.01a
적이 넓었으며 특히, 등지방 두께가 얇았기 때문이다. 또한
Mean
1.21±0.01
1.23±0.01
1.30±0.01
Gal et al(2011)은 큰느타버섯리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급
Mean±SE.
여한 한우 사양시험에서 수확후배지 30% 첨가구에서 A등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급 출현율이 높았다고 하여 본 시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cantly (p<0.05).
1)
2)
3)

a,b,c

발효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급여 수준이 한우 거세우의 비육과 도체성적 및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carcass traits of Hanwoo steers slaughtered at 30
month of age

Table 5.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economical analysis in feeding of Hanwoo steers

Control

T1

T2

Control

Gross income(A)

Yield traits
Back fat thickness,
mm
2

405.71±14.85 407.14±12.53 414.25±17.79
10.57±1.34

11.29±1.25

12.25±1.42

Rib-eye area, cm

105.86±3.70 113.43±3.59 113.13±5.65

Yield index

68.83±1.23

69.33±0.89

68.52±1.00

57:43:0

71:29:0

38:62:0

Marbling score

8.71±0.18

8.57±0.20

8.38±0.26

Meat color

4.57±0.20

4.29±0.18

4.5±0.19

Yield grade(A:B:C), %
Quality traits

Fat color

2.57±0.20

2.43±0.20

2.75±0.16

Texture

1.00±0.00

1.00±0.00

1.00±0.00

Maturity

2.14±0.14

2.14±0.14

2.25±0.16

T1

T2

7,856,485 7,775,596 7,626,763

1)
Carcass sale , won/head

Carcass weigh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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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reat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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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610 7,571,846 7,419,638

2)

By-products sale , won/head

202,875

203,750

207,125

Operating cost(B)

5,471,426 5,362,680 4,924,437

3)

Calves , won/head

2,261,429 2,261,429 2,261,429

4)
Feed , won/head

3,034,397 2,925,651 2,487,408

5)

Dismissal cost , won/head

175,600

Profit(A-B)

175,600

2,385,060 2,412,916 2,702,326

Income ratio
1)

175,600

100.0
++

101.2

113.3

++

Cold carcass auction price: 1 A=18,596 won, 1 B=18,462 won,
1 B=15,791 won.
By-products price: head, internal organ, the feet of a cow skin.
Buying price.
Feed price(won/kg): TMR=319, 10% F-SMS TMR=309, 30% FSMS TMR=264.
Dismissal cost: slaughter cost, stamp cost, sales cost, transportation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total number of marketed animal.
+

2)
3)
4)

5)

Quality
++ +
grade(1 :1 :1), %

100:0:0

100:0:0

88:12:0

Mean±SE.

리구간의 도체중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구의 등지방 두께
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 경매단가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육질부분에서 근내지방도(1–9범위)는 처리구 모두, 평
사료비용을 분석해 보면, 대조구에 비해 T1 및 T2구가
각각 7.6% 및 23.9% 적게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균 8.4–8.7의 범위로서 매우 높았으며, 육색, 지방색, 조직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원료가격이 kg당 50원 수준으로
감 및 성숙도에서는 처리구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
저렴하였고, 제조단가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TMR 제
T2구에서 1두를 제외한 모든 공시축이 육질 1 등급을 기
록하였는데, 큰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한우
조비용을 포함한 사료비는 대조구, T1 및 T2구가 kg당
각각 319원, 309원 및 264원으로 평가되어 팽이버섯 수
거세우에게 급여한 Moon et al(2015)의 시험에서도 육질
www.earticle.net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축산
확후배지 발효사료의 첨가비율이 많은 T2구가 대조구의
물품질평가원(KAPE, 2012)의 한우거세우 도체중 400kg
82% 수준이었다. 소득비율은 대조구에 비해 T1과 T2구
이상의 등급판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도체중 445kg, 등
가 각각 1.2% 및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량과
2
육질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던 T2구에서 순수익이
지방두께 14.4 mm, 등심단면적 93.0 cm , 육량지수 63.8,
높게 나타난 것은, 도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버섯 수
근내지방도 5.7수준이라고 하여 본 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확후배지의 첨가비율이 높아 사료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도체중은 낮았으나, 등지방두께, 배최장단면적, 육량지수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우 거세우에게 팽이버
및 근내지방도는 본 시험의 결과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증체량과 육질등
나타났다.
급은 대조구와 비슷하였으나, 육량등급은 T1구에서 우수
따라서, 본 시험의 도체평가에서 대조구와 F-SMS첨가
하였으며, 사료비가 절감되었다. 따라서 팽이버섯 수확후
구간 성적은 비슷하였지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
배지 원료비와 발효사료 제조비용의 변동이 없고, 사료로
료가 도체등급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서 안전성과 적절한 사양프로그램만 확보된다면, 팽이버
섯 수확후배지는 한우 비육에 있어서 우수한 대체사료 자
경제성분석
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한우 거세우에게 급여
하였을 때, 경제성 분석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육판
매 수익에서 대조구에 비해 T1구 및 T2구의 수익이 각각
적 요
1.1% 및 3.1% 적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체성적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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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를 이용한 발효 TMR
급여가 한우 거세우의 사양성적과 도체특성 및 경제성 분
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F-SMS) 제조를 위하여 자체 개발된
혼합배양액(Bacillus sp. UJ03+Saccharomyces sp. UJ14)
을 사용하였다. 한우 거세우 14개월령 24두를 공시하여
성장단계(비육전기, 비육후기, 비육마무리기)에 따라 배합
비를 조절하면서 사육한 후, 30개월령에 도축하였다. 처
리구는 자체 TMR을 급여한 대조구(Control), F-SMS
10% 첨가구(T1) 및 30% 첨가구(T2)로 나누어 난괴법으
로 배치하였다. 증체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건물과 TDN 섭취량은 비육 마무리기에 T1구에
서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고, 조단백질 섭취량은 전 시험
기간 동안 T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p<0.05). 배
최장근 단면적과 등지방두께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
사료 급여 시 증가되는 경향이었으며, T1구에서 육량 A등
급 출현율이 가장 높았다. 순수익은 대조구에 비해 T1과
T2구가 각각 1.2% 및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원료비와 발효사료 제조비용의 변동이 없고, 사료로서 안
전성이 확보된다면,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는 한우 비육에
있어서 우수한 대체사료자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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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cereals
by Phellinus linteus mycelial cultivation
Seong-Woo Jin1, Seung-Bin Im1, Kyung-Je Kim1, Kyeong-Won Yun2, Sang-Wook Jeong1, Young-Woo Koh1,
Hae-Shin Je1, In-Kyung Cho3, Ji Yeon Jang4, and Kyoung-Sun Se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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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ultivated cereals by Phellinus linteus
mycelium. Also, we investigated the content of free sugar, organic acid, free amino acid, mineral and fatty acid of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The major free sugars were determined the glucose, maltose, and fucose by HPLC. The content of
o
total free sugars was the highest in cultivated red rice by P. linteus mycelium at 36 C. The content of fucose was the highest in
cultivated red rice by P. linteus mycelium at all cultivation temperatures. The organic acids were identified oxal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and succinic acid, as in the case of free sugar, higher contents of organic acids were observed in the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than contro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ineral content between the control and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Sixteen kind of free amino acid were detected in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And
the content of total free amino acids were higher in the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than the control. And essential
amino acid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Fatty acids were
detected with seven kinds of fatty acids, and the major fatty acid was determined the linoleic acid by GC-MS. The content of
linoleic acid was higher in the cultivated cereals by P. linteus mycelium than the control.
KEYWORDS: Amino acids, fatty acids, Free sugars, www.earticle.net
minerals, Organic acids, Phellinus lin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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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는 세계적으로 약 20,00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식용으로 개발 가능한 것은 약 2,000여 종이다. 국
내 분포하는 버섯류는 약 992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식용 버섯이 10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Lee, 1990). 약
20여종 이상의 버섯이 국내에서 재배가능하며 항암 (Han
et al., 2006; Fujii et al., 1978), 콜레스테롤저하 (Suzuki
and Ohshima, 1976), 혈당강하 (Hikino et al., 1985; Cho
et al., 2007) 등이 입증된 바 있다.
상황진흙버섯은 소나무 비늘버섯과의 진흙버섯속
(Phellinus)에 속하며 주로 뽕나무와 활엽수의 줄기에 자
생하는 것으로 일반명칭은 목질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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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노란 진흙덩이가 뭉친 것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Choi et al., 1996). 전 세계적으로 약
280여 종류가 존재하는 상황진흙버섯은 대부분 노란색을
띠며 나이테 무늬를 형성하며 성장하는데, 현재 가장 널
리 인공재배되는 버섯 품종 중의 하나이다 (Kim and
Lee, 2010). 상황진흙버섯은 생리활성 및 항암력이 뛰어
난 버섯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능성 식품 및
식품, 의약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Kim et al., 1996; Lee et al., 2006).
한편 버섯균을 곡물에 접종하여 배양하는 고체배양기술
이 버섯 활용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유용
성분을 얻기 위한 별도의 추출, 정제공정이 필요없으며,
배양물 전체를 일반 곡물처럼 손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
문에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산 곡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hoi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곡물과 상황진흙버섯 고유의 유용
성분을 갖는 버섯배양곡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황진흙버
섯 균사체를 다양한 곡물에 접종 후 온도별로 배양하였
고, 식품소재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리당,
유기산, 무기성분, 유리아미노산, 및 지방산 분석을 수행
하였다.

하여 분석 하였으며,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고,
HPLC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HPLC conditions for free sugars analysis
Content

Condition

Instrum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USA

Column

ZORBAX Carbohydrate
(150 mm L × 4.6 mm ID)

Solvent

85% Acetonitrile

Column temp.

30 C

Flow rate

1.4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ELSD detector

o

유기산 분석
유기산은 시료 5 g에 증류수를 가하여 50 mL 정용하여
추출시킨 다음 원심분리 (3,000 rpm, 30 min)하여 상징액
을 취하여 여과 (Whatman No.2)하고, Sepak C18으로 정
제시킨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 (Millipore Co.,
U.S.A)로 여과한 여액을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
건은 Table 2와 같으며, 함량은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한다.

재료 및 방법
Table 2. HPLC conditions for organic acids analysis

재료
Content
본 실험에 사용한 배양미는 적미, 흑미, 백미를 수세한
Instrument
후 4시간 동안 수침하고 30분간 물을 뺀 각 곡물을 배양
Column
o
봉지에 600 g씩 넣은 후, 121 C에서 15분간 멸균하였다.
멸균된 곡물을 방냉한 후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Solvent
보존중인 상황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 균사체를 곡물
Column temp.
의 표면에 접종하여 배양기의 온도를 24, 28,www.earticle.net
30, 34,
Wavelength
o
36 C로 달리 조절하여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상황진
Flow rate
흙버섯 균사체 배양미를 동결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시료
Injection volume
로 사용하였다.
시약
실험에 사용한 추출 및 chromatography용 용매 및 시약
(Sigma-Aldrich Co., USA)은 일급 또는 특급시약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유리당 분석
유리당 성분은 Wilson 등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료 5 g에 증류수를 가하고 homogenizer로 마쇄하여 교
반 후 침출시켜 50 mL로 정용한 다음 원심분리 (3,000 rpm,
30 min)하여 Sep-pak C18으로 정제시킨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 (Millipore Co., USA)로 여과한 여액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

Condition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USA
Agilent Zorbax SB-Aq
(150 mm L × 4.6 mm ID, 5 μm)
20mM NaHPO4 : Acetonitrile(99 : 1, v/v)
o

30 C
UV 210 nm
1.0 mL/min
5 μL

무기성분 분석
무기성분은 건식분해법으로 전 처리하여 분석하고 분
o
석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즉 시료 1 g을 600 C에서 회
화시켜 백색회분을 얻었다. 회분을 2배 희석한 진한 염
산 10 mL를 가해 여과하여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4배 희석한 염산을 10 mL를 가하고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한 다음 여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무기성분의 정량은 원자흡광광도계 (Perkin Elmer,
AAnalyst 400)로 각 원소의 표준 용액 농도를 0.1, 0.5
및 1.0 ppm으로 조제하여 표준 검량 곡선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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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conditions for
minerals analysis
Content

Condition

Instrument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nalyst 400, Perkin Elmer, USA)

Fuel flow

C2H2, 2.0/min

Oxidant flow

Air, 10.0 L/min

Wavelength (nm)

K: 766.49, Mg: 285.51, Na: 589.00
Ca: 422.67, Cu: 324.75, Cr: 357.87

유리아미노산 분석
유리 아미노산 분석은 유리당 정량과 같은 방법으로 얻
은 여액을 Ohara와 Ariyosh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여액
o
10 mL에 sulfosalicylic acid 25 mg을 첨가하여 4 C에서
4시간 동안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50000 rpm, 30분)하여
단백질 등을 제거하고, 상등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일정량 취하여 AccQ-Tag
시약을 사용하여 유도체화시킨 후 HPLC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HPLC conditions for amino aci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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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의 spectrum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Table 5. GC-MS conditions for fatty acids analysis
Items

Conditions

Instrument

Agilent 7890A GC
(Agilent, Palo Alto, CA, USA)

Detector

Agilent 5975C MSD
(Agilent, Palo Alto, CA, USA)

EI ionization
voltage

70 eV

Column

DB-WAX column
(250 mm L × 0.25 mm ID, Agilent Co, USA)
Rate
o
( C/min)

Column temp.

Carrier gas

Initial

Value
(oC)

Hold time
(min)

50

10

Ramp 1

10

180

10

Ramp 2

20

250

4

Helium, 1.0 mL/min

결과 및 고찰

유리당 분석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미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Instrum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USA
는 Table 6과 같으며, 주요 당으로 fucose, glucose 및
Detector
FLD,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USA
TM
maltose로 나타났다. 상황진흙버섯균사를 배양하지 않고
AccQ-Tag
Column
대조구로 사용한 백미, 적미 및 흑미의 유리당은 glucose
(Waters Co., 150 mm L × 3.9 mm ID)
o
만 검출되었다. 상황진흙버섯균사를 접종한 시료구에서는
Column temp
37 C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유리당의 함량과 glucose 외에
A : AccQ-Tag Eluent A
Buffer solution
(acetate-phosphate buffer)
fucose 및 maltose가 검출되었다.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B : AccQ-Tag Eluent B (60% acetonitrile)
곡물별 유리당 함량은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백미는
o
Flow rate
1.0 mL/min
www.earticle.net
30 C에서 배양 한 시료가 총 유리당 함량이 12.45%로 높
o
Injection volume
5 μL
게 나타났고,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적미는 36 C에서
2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o
o
흑미는 30 C와 34 C조건에서 가장 높은 총 유리당 함량
을 나타냈다. 검출된 유리당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황진
지방산 분석
흙버섯균사 배양 백미와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흑미는
시료의 지방산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glucose > maltose > fucose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
조건은 Table 5와 같다. 시료 1 g을 100 ml의 ether를 가
o
며,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적미의 유리당은 fucose >
하여 100 C의 Hot-plate 환류 추출한다. 추출물을 여과하
o
여 60 C 항온수조에서 증발건고시킨 후 0.5 N methanolic
glucose > maltos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리당 종류별
sodium hydroxide 2 ml를 넣고 5분간 환류 추출하였다.
함량을 살펴보면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적미 시료구에서
나머지 두 시료구와 달리 fucose의 함량이 높음을 확인할
추출 후 14% BF3-methanol 2 ml를 가해 30분간 환류 추
o
수 있었다.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백미는 24~36 C범위
출한다. 위의 수기에 n-Hexane 4 ml를 넣고 2분간 환류
에서 유리당 함량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상황진흙버섯균
추출 후 포화 sodium chloride를 가하여 충이 분리되면
o
사 배양 적미와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흑미에서는 30 C
상층을 취하여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
이상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시료로 사용하였다. 지방산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
본 실험결과, 상황진흙버섯균사가 배양된 곡물에서 유
며, 표준품으로는 SUPELCO사 EC10A-Kit를 사용하여
리당 함량이 증가하였는데, Lee 등의 보고에 의하면 균사
각 peak의 retention time을 확인하였고 GC-MS의 Wiley
Cont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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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가지고 있는 amylase 분해효소에 의해서 glucose 등
과 같은 환원당으로 분해되어 control과 비교하였을 때 다
량이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Table 6. The content of free sugars in rices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Free sugars
Content (%)

Samples

Control

White rice

0

0.18

0

0.18

Red rice

0

1.59

0

1.59

Black rice

0

3.02

0

3.02

o

24 C

2.25

5.97

3.21

11.43

28oC

2.39

6.51

3.27

12.17

o

30 C

2.65

6.20

3.60

12.45

34oC

2.31

6.43

3.59

12.33

o

36 C

1.98

7.52

2.27

11.77

o

24 C

2.34

3.88

4.23

12.03

28oC

6.64

5.45

5.39

17.48

o

30 C

7.13

5.32

5.83

18.28

34oC

8.34

6.79

5.94

21.07

o

36 C

10.64

7.07

4.22

21.93

o

24 C

1.31

2.80

3.47

17.85

28oC

2.90

5.14

6.93

14.97

o

30 C

3.05

9.83

7.80

20.68

34oC

4.50

9.28

6.85

20.63

o

5.66

8.15

6.0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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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rice

Red rice

Black
rice

36 C

유기산 함량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곡물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7과 같으며, 주요 유기산으로는 oxal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및 succinic acid가 검출되었다.
대조구인 백미, 적미 및 흑미의 유기산 함량은 흑미가
270.76 mg%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적미는 184.93 mg%,
백미는 27.11 mg%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백미에서는 검
출되지 않은 succinic acid가 적미와 흑미에서는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상황진흙버섯균사를 배양한 시료구에서는 대조구에 비
하여 높은 유기산 함량을 나타내었다. 시료구별로 살펴보
o
면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백미는 30 C에서 배양한 시료
의 총 유기산 함량이 1,051.21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o
나타냈지만, 28 C에서는 oxalic acid의 함량이 낮게 나타
o
났다. 상황진흙버섯균사 베양적미는 30 C에서 배양한 시
료의 총 유기산 함량이 1,054.15 mg%로 가장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지만, 검출된 유기산 중에서는 succinic acid
의 함량이 615.18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황진흙
o
버섯균사 배양흑미는 28 C에서 배양한 시료의 총 유기산
함량이 1203.06 mg%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진흙버

Total free
sugars

Fucose Glucose Maltose

Table 7. The content of organic acids in rices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Organic acids
Samples

Content (mg%)
Oxalic acid

Malic acid

Citric acid

White rice

2.61

14.41

10.09

0.00

27.11

Red rice

16.17

70.82
www.earticle.net

20.90

77.05

184.94

Black rice

White rice

Red rice

Black rice

Succinic acid

Total organic acids

18.31

101.30

29.41

121.73

270.76

24oC

16.96

499.69

119.82

224.42

860.89

28oC

138.31

143.97

127.76

508.56

918.60

30oC

37.11

591.52

129.94

292.63

1051.21

34oC

454.32

36.95

164.35

119.86

133.15

o

36 C

46.39

227.05

175.22

248.85

697.51

24oC

128.27

149.15

111.77

398.93

788.12

28oC

19.64

562.27

119.53

237.80

939.24

30oC

137.63

168.83

132.52

615.18

1054.15

34oC

138.28

134.00

136.30

310.56

719.14

36oC

197.28

170.80

158.06

496.60

1022.73

24oC

103.63

143.45

149.21

443.49

839.78

28oC

124.58

353.38

137.60

587.50

1203.06

30 C

o

141.57

173.79

150.92

432.17

898.44

34oC

156.19

180.07

163.32

356.62

856.19

o

191.10

165.42

140.67

403.85

901.05

36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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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ontent of minerals in rices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Minerals
Samples
K

Ca

Mg

Na

Cr

Cu

White rice

31.15

2.69

12.66

4.11

0.62

0.30

Red rice

369.07

1.65

127.94

4.23

0.64

0.19

Black rice

354.02

1.81

117.18

4.40

0.65

0.31

o

24 C

47.35

1.49

5.00

3.24

1.11

0.37

o

28 C

31.41

1.66

5.33

4.62

1.00

0.22

o

30 C

32.27

1.52

5.63

3.34

1.03

0.29

34 C

o

31.37

1.76

4.81

3.87

1.13

0.24

o

36 C

28.87

1.50

5.99

3.28

1.08

0.27

o

24 C

188.54

0.94

103.29

4.07

0.94

0.17

o

28 C

245.36

1.11

148.18

4.88

1.12

0.17

30 C

o

332.88

1.18

150.09

4.89

1.16

0.18

o

34 C

301.74

1.10

204.79

4.94

1.30

0.18

o

36 C

316.80

1.14

225.14

5.45

1.24

0.18

o

24 C

305.84

1.39

268.35

4.30

1.30

0.29

28 C

o

377.88

1.51

379.86

4.79

1.37

0.33

o

30 C

391.40

1.50

334.92

4.40

1.32

0.34

o

34 C

358.97

1.54

254.44

4.48

1.29

0.32

o

323.85

1.52

132.89

4.33

1.35

0.35

White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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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g%)

Red rice

Black rice

36 C

섯균사 배양적미와 같이 succin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
B군 및 칼륨, 칼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이 주성분을
게 나타났다.
이루고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항산화 효과,
혈압상승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 (Nicolsi et al., 1993;
유기산 분석결과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흑미가 상황진
Capro et al., 1977).
흙버섯균사 배양백미와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적미에 비
하여 유기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흑미의 주요 유기
유리 아미노산 함량
산이 다른 쌀품종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 보고 (Rhee
www.earticle.net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곡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
et al., 2000)가 있어, 배양 원료로 사용한 흑미의 유기산
석한 결과는 Table 9~11과 같다. 상황진흙버섯균사를 배
함량이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흑미의 높은 유기산 함량
양한 곡물들에서는 총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 총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무기성분 함량
적미 및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흑미에서 백미보다 약 3배
상황진흙버섯 배양미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가량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Table 8과 같으며, 주요 무기성분으로는 potassium, magnesium
Koh 등(1996)의 일반벼, 적색 및 자색 현미의 아미노산
조성을 조사한 결과 유색미들의 주요 아미노산은 aspartic
으로 나타났으며, calcium 및 sodium이 소량 검출되다.
acid와 glutamic acid였으며,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아미
무기성분 함량의 경우 상황진흙버섯의 배양 온도 차이
노산은 glutamic acid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에 의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주요 무기성
대조구로 사용한 백미, 적미 및 흑미의 아미노산 조성과
분인 magnesium의 함량이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흑미
유사하였다. 배양 온도별 함량을 살펴보면 상황진흙버섯
및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적미가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o
균사 배양백미의 총 유리아미노산은 28, 30 C에서 395.85
백미에 비하여 10배 이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백미의 도정과정 중에 버려지는 부산물인 미강에 의한 것
mg%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주요 아미노산으로는
으로 판단된다. 쌀의 외피를 구성하는 미강은 지방, 단백
arginine, histidine 및 proline으로 나타났다. 상황진흙버섯
o
질, 식이섬유가 영양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균사 배양 적미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34 C에서
vitamin A와 thiamine, pyridoxyine, niacine 등의 vitamin
724.46 m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아미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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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content of free amino acids in white rice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2:17 PM

o

Free amino acids

Control

Aspartic acid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Arginine
Threonine
Alanine
Proline
Tyrosine
Valine
Methionine
Lys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1)
TAA
2)
EAA
EAA/TAA(%)

0.00
0.00
7.67
0.00
0.00
0.00
0.00
2.79
4.23
0.00
0.00
0.00
0.00
0.00
1.43
0.96
17.06
2.38
13.96

24
5.34
15.26
10.89
3.92
52.11
37.32
10.66
17.25
29.81
2.37
8.94
6.32
6.51
5.91
10.64
10.21
224.77
104.96
46.70

28
26.44
38.03
39.68
10.14
67.22
116.77
24.36
32.94
50.44
7.20
27.13
9.38
33.22
21.83
41.66
30.95
395.85
159.68
44.29

Temperatures ( C)
Content (mg%)
30
8.02
27.52
17.60
7.44
75.81
59.49
14.20
25.31
51.69
4.47
19.42
13.20
14.91
12.87
20.93
17.83
380.72
179.18
47.06

34
5.13
13.22
9.13
4.08
21.58
28.88
8.13
15.11
31.16
5.36
10.09
11.56
5.22
7.33
11.20
11.28
188.45
76.39
40.54

36
5.48
10.34
6.12
4.26
8.57
14.30
5.67
11.58
28.94
6.57
8.30
12.36
2.70
5.78
8.12
7.99
134.72
47.13
34.99

34
33.31
37.92
23.61
21.35
81.27
186.08
23.90
30.37
81.32
4.49
36.98
9.57
52.01
21.85
50.44
30.00
724.46
306.02
42.24

36
28.66
45.33
37.42
14.43
79.39
167.93
32.14
36.07
80.10
5.45
32.62
11.05
39.45
25.53
47.98
35.54
719.08
303.68
42.23

1)

Total free amino acid.
Total essential amino acid (Thr+Val+Met+Ile+Leu+Phe+His+Lys).

2)

Table 10. The content of free amino acids in red rice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o

1)

Free amino acids

Control

Aspartic acid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Arginine
Threonine
Alanine
Proline
Tyrosine
Valine
Methionine
Lys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1)
TAA
2)
EAA
EAA/TAA(%)

0.00
10.74
55.60
9.15
10.10
20.24
2.68
22.10
17.92
4.71
4.72
1.30
5.56
1.04
3.41
6.17
175.44
34.99
19.94

Temperatures ( C)
Content (mg%)
24
28
30
16.89
23.67
27.74
21.05
31.24
39.75
20.02
28.26
40.04
5.69 www.earticle.net
8.05
11.16
38.54
69.18
81.57
109.50
127.76
156.86
14.83
24.99
28.24
19.46
20.89
30.49
38.11
55.28
55.49
5.44
7.26
10.60
15.21
18.05
26.47
6.50
6.95
11.17
24.29
24.45
36.57
12.97
15.23
21.98
27.95
19.25
44.27
19.39
19.06
34.44
395.85
499.57
656.84
159.68
197.16
284.72
40.34
39.46
43.35

Total free amino acid.
Total essential amino acid (Thr+Val+Met+Ile+Leu+Phe+His+Ly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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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content of free amino acids in black rice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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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ree amino acids

Control

Aspartic acid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Arginine
Threonine
Alanine
Proline
Tyrosine
Valine
Methionine
Lys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1)
TAA
2)
EAA
EAA/TAA(%)

24.43
20.87
38.53
6.40
7.17
22.26
4.26
23.08
27.21
3.82
6.25
1.32
7.06
2.58
8.16
5.43
208.83
42.22
20.22

24
8.41
12.77
12.68
3.73
25.63
64.23
8.72
11.22
17.28
3.64
8.71
3.58
9.83
6.49
13.75
10.79
221.43
87.49
39.51

28
14.47
20.79
19.77
6.04
43.78
93.70
12.29
17.53
32.63
4.36
14.41
5.63
18.48
11.78
22.92
17.14
355.71
146.41
41.16

Temperatures ( C)
Content (mg%)
30
19.22
28.96
29.65
8.21
57.78
109.28
16.90
24.75
40.94
5.81
20.99
8.75
24.66
24.47
32.90
24.19
477.46
210.65
44.12

34
23.73
34.19
31.91
10.12
58.14
150.97
31.42
29.34
20.93
6.14
24.78
10.95
32.69
21.02
38.80
29.93
555.08
247.74
44.63

36
20.62
41.65
32.87
13.39
58.43
170.27
35.39
33.61
30.00
0.00
30.17
10.21
50.41
24.01
42.01
34.02
627.07
284.66
45.40

Red rice with P.
linteus mycelial
13.16
0.30
0.61
38.57
47.36
-

Black rice with P.
linteus mycelial
16.23
0.53
44.57
38.67
-

1)

Total free amino acid.
Total essential amino acid (Thr+Val+Met+Ile+Leu+Phe+His+Lys).

2)

Table 12. The content of fatty acids in rices cultivated with Phellinus linteus mycelial

Fatty acids
White rice
Myristic acid
Palmitic acid
Palmitole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76.19
7.49
16.32
-

Samples
Content (area %)
White rice with P.
Red rice
Black rice
linteus mycelial
0.15
16.30
19.55
73.80
www.earticle.net
0.82
1.57
6.68
43.76
41.51
19.52
38.53
36.64
0.59
0.58
-

는 arginine, proline 및 histidine으로 나타났다. 상황진흙
o
버섯균사 배양 흑미는 36 C에서 627.07 mg%로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주요 아미노산으로는 arginine,
histidine 및 proline으로 나타났다. 상황진흙버섯균사 배
양곡물들의 주요 아미노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조구에
비하여 필수아미노산인 arginine의 함량이 높아지는 특이
점이 나타났다.
지방산 함량
상황진흙버섯 균사 배양미의 지방산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필수지방산으로 분류되는

linoleic acid, linolenic acid를 비롯하여 palmitic acid,
stearic aicd 등 총 7종의 지방산이 검출되었다. linoleic
acid가 대조구인 적미와 흑미의 지방산 함량에서 차지하
는 양은 38.53 area% 및 36.64 area%로 나타났으며, 상황
진흙버섯 균사를 배양한 곡물들에서는 47.36 area%과
38.67 area%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황진흙버섯균사 배양
백미와 대조구로 사용한 백미에서는 유색미와 달리
palmitic acid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제거되는 미강
의 지방산은 70% 이상이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로 보고(Lee et al., 2002)된 바 있어, 미강의

236

진성우 · 임승빈 · 김경제 · 윤경원 · 정상욱 · 고영우 · 제해신 · 조인경 · 장지연 · 서경순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2:17 PM

첨가여부가 지방산 조성에 영향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상황진흙버섯 균사를 배양에 따라 지방산 중
linoleic acid의 함량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characterization of a new antitumor polysaccharide, KS-2,
extracted from culture mycelia of Lentinus edodes. J Antiniot.
31:1079-1090.
Suzuki S and Ohshima S. 1976. Influence of shiitake (Lentinus
edodes) on human serum cholesterol. Mushroom Sci. 9:463647.
적 요
Hikino H, Konno C, Mirin Y, Hayashi T. 1985. Isolation and
hypoglycemic activity of ganoderans A and B, glycans of
본 연구는 곡물(백미, 적미, 흑미)에 상황진흙버섯 균사
Ganoderma lucidum fruit bodies1. Plant Med. 51:339-340.
를 배양하여 곡물과 상황진흙버섯의 유용성분 시너지 효
Cho EJ, Hwang HJ, Kim SW, Oh JY, Baek YM, Choi JW, Bae SH,
Yun JW, 2007. Hypoglycemic effects of exopolysaccharides
과를 탐색하고자 수행하였으며, 배양조건에 따른 상황진
produced by mycelial cultures of two different mushrooms
흙버섯 균사 배양곡물의 유리당, 유기산, 유리아미노산,
Tremella fuciformis and Phellinus baumii in ob/ob mice. Appl
무기성분,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유리당의 함량을 분석한
Microbiol Biotechnol. 75:1257-1265.
결과 fucose, glucose, maltose 총 3종의 유리당이 검출되
Choi JH, Ha TH, Rho YD, 1996. Studied on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mycelial growth of Phellinus linteus. Kor J Mycol.
었으며, 대조구에서는 glucose에서만 검출되었다. 상황진
24:214-222.
흙버섯을 배양한 곡물들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유리당
Kim HM, Lee DH. 2010. Characterization of anti-inflammation
함량이 검출되었다. 상황진흙버섯을 배양한 곡물들의 유
effect of aqueous extracts from Phellinus baumii. Kor J Mycol.
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4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으며
38:179-183.
Kim
DH, Han SB, Oh GT, Kim YH, Hong DH, Hong ND, Yoo
유리당과 마찬가지로 상황진흙버섯을 접종한 시료구에서
ID. 1996. Stimulation of humoral and cell mediated
대조구에 비해 높은 함량의 유기산이 확인되었다. 상황진
immunity by polysaccharide from mushroom Phellinus
흙버섯을 배양한 곡물들과 대조구간의 무기성분 함량 차
linteus. Int J Immunophamacol. 18:295-303.
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
Lee KH, Kwon HJ, Chun SS, Kim JH, Cho YJ, Cha WS. 2006.
Biological activities if extracts from Phellinus linteus. J.
며, 상황진흙버섯을 배양한 곡물들에서 유리아미노산의
Korean Soc Appl Biol Chem. 49:298-303.
함량이 다량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지방산의 결과는 총 7
Choi HD, Seog HM, Park YK, Park YD, Kim JA, 2007
종의 지방산이 검출되었으며 각 대조구와 상황진흙버섯을
Hypoglycemic effects of Basidiomycetes mycelia and cereals
배양한 곡물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ermented with Basidiomycetes. J Korean Soc Food Sci Nutr.
36:1257-1262.
배양 원료로 사용한 백미와 유색미와의 조성에서 많은 차
Lee H, Kim YS, Kim DY, Kim SY, Lee WK, Lee SM, Park JD,
이가 있었다.
Shon MY. 2015. A study on manufacturing of red ginseng
Makgeolli using the red ginseng starch and changes of
physicochemical components of red ginseng Makgeolli
감사의 글
during storage periods. Korean J Food Preserv. 22:369-376
Nicolsi RJ, Rogers EJ, Ausman LM, Orthefer FT. 1993. Rice bran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
oil and its health benefits. In: Rice Science and Technology.
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
Boca Raton, FL, USA pp. 421-437.
www.eartic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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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미생물에 따른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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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Fermentation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Fermented Using Different Micro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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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Young Jo*, Hae-Yong Kweon, Hyun-bok Kim, and Sang-Deok Ji
Sericultural & Apicultural Material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65-851,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fermented silkworm “Dongchunghacho” (Paecilomyces tenuipes) with improved absorption
and increased effectiveness, we fermented Dongchunghacho using four kinds of microorganisms, viz., lactic acid bacteria,
Bacillus subtilis, Natto bacillus, and yeast. A total of 15 samples were fermented using a combination of microbial inoculation
culture and conditions to produce fermentation products. The contents of basic components such as sugar, reducing sugar,
protein,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antioxidant,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of the fermented products were analyzed. We observed that reducing sugar and protein contents
decreased in most of the fermented products, but the products fermented using yeast exhibited higher sugar content and,
thus, higher sweetness.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did not increase in fermented products compared to
non-fermented Dongchunghachos, bu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increased
by fermentation. In particular, total flavonoid conte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primarily increased
in the products fermented using yeast and lactic acid bacteria.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increase in these
activities in samples fermented by single fermentation using only yeast. Therefore, we propos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fermented food from silkworm Dongchunghacho (P. tenuipes) with excellent health benefits through additional study
of multiple fermentation conditions using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KEYWORDS: Biological activity, Characteristics, Fermentation, Paecilomyces tenuipes

서 론

건강식품은 발효와 관련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의 증가로 항산화 활성 등의 약리학적 특성이 향상된다
www.earticle.net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안
는 보고와(Katina et al, 2007) 흡수율 및 유용성분이 증
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홍삼
가됨에 따라 새로운 생리활성이 부여되는 등 발효식품의
과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효과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발효에는 유산균, 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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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i, 2012). 또한 균주마다 만들어내는 효소와 물질이
다르므로 발효에 사용하는 균주에 따라 발효시키는 물질
의 성분 및 기능성에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위적인 발효의 경우 대부분 한가지 균주만을 이용하는
단 발효방법을 주로 이용하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김치,
청국장과 같은 식품에서 미생물을 분리해보면 한 종류의
미생물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발효에 동
참해 유용물질을 생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1997; Ho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산균과, 고초균, 낫토
균, 효모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단 발효와 복합 발
효를 시도하였다.
동충하초는 진시황이 복용하였다고 하여 유명해진 불로
장생의 명약으로 대표적인 천연물면역력 증강, 혈당강화,
항암, 간기능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Kim et al,
2012;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0; Jo et al, 2008)

받아 분양 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
누에동충하초 동결건조 분말 50 g에 멸균 증류수
600 ml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 뒤, B. licheniformis, B.
subtilis, L. brevis, S. cerevisiae 균주를 이용하여 배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즉 단일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하는 경
우부터 4가지 균주 모두를 이용하는 복합균주를 조합하여
발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15가지를 이용하여 눈꽃
동충하초의 발효를 시작하였다(Table. 1.).
Table 1. The list of silkworm Dongchunghacho fermented
strains
No

Strains

1 Bacillus licheniformis
2 Bacillus subtilis

를 가지고 있다. 동충하초는 곤충몸속으로 동충하초 포자
3 Lactobacillus brevis
가 들어가 발육 증식하면서 기주곤충을 죽이고 얼마 후
4 Saccharomyces cerevisiae
자실체를 곤충 표피에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야생에서 발
5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종이 보고되고 있다(Jo et
6 Bacillus licheniformis + Lactobacillus brevis
al, 2015). 그중 누에동충하초(P. tenuipes)는 국내에서 고
7 Bacillus licheniformis + Saccharomyces cerevisiae
유하게 개발된 품종으로 통상 눈꽃동충하초라고 하며 면
8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역자극활성, 항종양 활성, 저혈당 활성 등의 여러 생리활
9 Bacillus subtilis + Saccharomyces cerevisiae
성이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8).
10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siae
본 연구에서는 누에동충하초의 유효성분 증가 및 흡수
11 B.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력 향상을 위하여 발효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균주인 유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산균(Lactobacillus brevis), 청국장 발효균주인 고초균
12
siae
(Bacillus subtilis), 낫토 발효균주인 Bacillus licheniformis 와
Bacillus licheniformis +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빵 반죽에 사용하는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등의
13
cerevisiae
미생물을 이용하여 한 가지 미생물만 이용하는 경우, 2가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Saccharomyces cere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3가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
14
visiae
www.earticle.net
경우
우, 4가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 가능한 모든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15
의 수의 발효 조건(총 15가지)으로 누에동충하초(눈꽃동
+ Saccharomyces cerevisiae
충하초)를 발효시켜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단백질함량, 단백질 분자량 분포, 총폴리페놀, 총
o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 혈전용
발효조건은 35 C, 120 rpm에서 7일 동안 진탕 배양 후,
해 활성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발효가 완료된 시료를 2,500 rpm 에서 30분간 원심분리
(Eppendorf AG 22331)한 상등액을 동충하초 생리활성의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균주
본 실험에서 사용한 누에동충하초(P. tenuipes, 눈꽃동충
하초)는 5령 기잠 누에에 동충하초 균주를 접종하여 재배
하고 수확하여 동결건조 후 분말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동충하초 발효를 위하여 식품용으로 이용 가능한 B.
licheniformis (KACC 10307), B. subtilis (KACC 10372),
L. brevis (KACC 14481), S. cerevisiae (KACC 30008)
균주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로부터 분양을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정량분석
당도계(ATAGO PAL-α)를 이용하여 각 발효산물의 당
도를 측정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 환원당 정
량은 DNS방법(Jung et al., 1991)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o
발효산물 시료 50 µl에 DNS시약 150 µl를 가한 뒤 105 C
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빠르게 냉각 시키고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당의 표준곡선은 glucos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Biological activity of fermented Paecilomyces tenu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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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 및 분자량 분포
분석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방법
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백질 표준곡선은 알부민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분석시료 10 µl에 Bradford 시약
(SIGMA B6916) 200 µl를 가한 뒤 595 nm에서 micro
plate reader (ThermoFisher spectrophotometer 1510)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단백질 함량을
계산하였다. 각 발효산물의 분자량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서 4~12% gradient NuPAGE Bis-Tris Mini gel (novex,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된 젤은 silver
staining으로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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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분 반응시킨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
성된 도파퀴논(dopaquinone)의 양을 계산하였다. 계산식
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X
100을 사용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혈전용해 활성
누에동충하초의 혈전용해 활성은 fibrin plate법(Haverkate
and Traas, 1974)에 따라 측정하였다. 0.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100 µl에 thrombin 10 units를
용해시키고, fibrinogen 0.06 g을 0.01 M sodium phosphate
o
buffer(pH 7.0) 10 ml에 현탁 37 C에서 10분간 반응시키
고 petri dish에 10 unit thrombin을 골고루 점적한 후 그
위에 10 ml의 fibrinogen 용액을 부어 천천히 흔들어 놓아
fibrin 막을 만들었다. 혈전용해 활성은 제조한 fibrin
plate에 paper disk를 올려놓고 시료 20 µl를 점적하여
o
37 C에서 반응시키면서 생성된 용해 투명 환의 직경을 측
정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및 항산화 활성
총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Folin and Denis, 1912)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방법은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통계학적 분석
20 µl에 FC용액 20 µl를 가하여 잘 섞고 5분간 반응시킨
각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계
후 2% Na2CO3 용액 100 µl를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다
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분석 (STASTICA)은 mean±SD로 표시하였다.
acid를 이용하였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luminium
trichloride 방법(Zhishen et al, 1999)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 및 고찰
표준물질은 catechin hydrate (SIGMA C1251)를 사용하
본 실험에 앞서 각 균주를 이용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였는데 5배로 희석한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150 µl에
발효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 및 방법에서 언급한 생리활
5% NaNO2 9 µl를 넣고 5분간 반응시킨 다음 10%
aluminium trichloride 20 µl를 가하여 6분간 더 반응시키
성 관련 성질을 관찰하였다. 비록 각 균주별 단 발효 산물
고 1 N NaOH 60µ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510
에 대한 결과지만 7일간 발효에서 효과가 가장 높아 발효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기간을 7일로 설정하였다. 4종류의 균(유산균과, 고초균,
ABTS 방법을(Re et al, 1999)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단
낫토균, 효모)을 이용하여 발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히 설명하면, ABTS 시약과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는 15가지이므로, 누에동충하초분말에 이들 균주를 접종
www.earticle.net
하여 7일 동안 발효하여 15가지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
섞어 암실에 16시간 정도 반응시킨 시약을 734 nm에서
물을 제조한 후 그 성분의 변화와 생리활성 물질 중 총폴
흡광도가 0.68~0.72 정도 되도록 희석한 후 누에동충하초
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발효산물 10 µl와 앞서 희석시킨 ABTS 반응액 200 µl를
넣고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734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활성, 혈전용해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하였다. 이때 ABTS radical scavenging 활성에 대한 계산
식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X 100을 사용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정량분석
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Fig. 1)
누에동충하초의 발효 전 당도는 1.6 brix로 발효 균주에
따라 당도의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있었다.
멜라닌 생성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의 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번호 2, 4, 7, 10, 14번
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티로시
나아제 활성 억제력을 측정하였다. 티로시나아제 활성 측
이 발효에 의해 당도가 높아진 시험군으로 2번을 제외하
정은 Choi et al.(1998)의 방법을 변형하여, 96well plate
고 모두 효모를 발효균주로 이용한 시험군에서 단맛이 증
에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40 µl를 넣고 8.3 mM L가하였고 유산균만을 발효균주로 이용한 시험군(3번)에서
DOPA(3,4-Dihydroxy-L-phenylalanine, SIGMA D9628)
는 당도가 가장 크게 저하되었다. 효모를 이용한 발효산
물에서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
40 µl과 125 U(unit) 머쉬룸티로시나아제(tyrosinase from
o
연구팀에서 다양한 효모(6종)를 이용하여 증류주를 제조
mushroom, SIGMA T3824) 40 µl를 혼합하였다. 37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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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Lee and Lee, 2000),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하여 발효식품을 개발에 있어서도 풍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Brix degree(%)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 및 분자량 분포분석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은 발효 전 누
에동충하초 단백질 함량 0.54 mg/ml 보다 모든 발효조건
에서 낮아 졌다(Fig. 3). 이 결과는 누에동충하초의 기주
인 누에번데기의 단백질 함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
효에 의해 이들 단백질이 분해되어 모든 발효조건에서 단
백질 함량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백질 전기영
동 패턴을 살펴보면(Fig. 4)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 분자량
분포에 비해 뚜렷하게 단백질 분자량이 낮아지는 것은 확
인할 수 없었으며,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 단백질 이외 새
로운 다양한 단백질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 앞선 예비실험에서 단 발효 조건에서 발효균주를 이
용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발효 후 단백질 전기영동을 하
였을 때 1일부터 7일까지는 150 kDa 이상의 고분자 단백

Fig. 2. Reducing sugar(%)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www.earticle.net
하였을 때 4일째 이후 증가되어 10일까지 유지되는 것과
일치한 결과이며(Lee et al, 2017) 이는 효모 발효에 의한
가용성 고형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누에동
충하초 발효산물의 환원당은 모두 발효 전 0.07에 비해
대부분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 함량이 낮아 졌으며(Fig.
2), 특히 낫토발효균주인 B. licheniformis만을 이용하여
발효한 군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의 함량이 약 50%가량
감소하였다. 10번과 15번 발효군에서는 환원당의 저하가
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한 균주는 유산균과 효모 복합
발효군이 모두 함유된 시험군이었다. 환원당은 발효기간
동안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의 축합으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며 함량이 낮아질 수
있으며(Song and Lee, 2013), 발효기간 중 당분이 발효
기질로 이용되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환원당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in et al, 2008). 환원당은 알코올
의 감미와 알코올 생성에 중요한 성분으로 탁주맛의 품질

Fig. 3. Protein quantification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4. SDS-PAGE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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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밴드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7일 이상의 발효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현저하게 단백질 분자량이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한 것과 비교하여 7일 동안 발효 시 누에동충하초
의 분해되는 정도에 비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물질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활성
총폴리페놀 함량은 발효산물 10>7>14>15 순서로 높았
는데(Fig. 5)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모가 다른 균주와
복합 발효된 발효산물이라는 점이다. 발효 전 누에동충하
초에 비해 특별히 총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지는 않았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10>
1>7>12>14 순서로 높았는데(Fig. 6) 발효산물 번호 1번
을 제외하고는 총폴리페놀 결과처럼 발효 시 효모가 다른
균주와 복합 발효된 것이었다.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0.58 mg/ml로 발효에 의해 많게

241

는 1.5배정도 높아졌다.
항산화 활성 측정은 DPPH법과 ABTS방법을 모두 실시
하였지만 DPPH법으로 측정한 시료에 침전이 많이 생겨
측정이 불가하였으며 ABTS방법만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하게 되었다. ABTS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한 결과 10>7>14>9>4>15 순서로 높았으며(Fig. 7), 이들
항산화 활성이 높은 순서는 모두 효모가 들어간 발효산물
이며 4번만이 효모 단 발효 산물이고, 나머지는 효모와 다
른 균주가 복합 발효된 산물이라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발효에 의한 항산화 활성 그래프와 총폴리페놀 함량 그래
프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총폴리페놀 함량
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발효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뚜렷한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효
과는 10>13>14>3>6 순서로 높았으며 누에동충하초 발효
전 저해활성을 100%로 환산하였으므로 10번 발효산물에
서 20% 저해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Fig. 7. Antioxidant activity of fermented products of
Fig. 5. Total polyphenol of fermented products
of
www.earticle.net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6. Total flavonoid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8. Inhibitory effect of tyrosinase activity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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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tyrosinase 저해활성이 높은 순서의 특이점은 주로 유
산균과 효모가 들어간 복합 발효 산물이라는 것이며 단 발
효에서는 유산균만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혈전용해 활성
Fibrin plate에 형성된 용해 투명환을 측정하여 누에동충하
초의 혈전용해 활성을 조사한 결과 (Fig. 9) 발효 전 누에동
충하초의 혈전용해 활성에 비해 3, 5, 7, 9, 10, 11, 12, 15번
발효산물에서 혈전용해 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초균, 유산균, 효모를 복합 발효시킨 12번에서 가장
활성이 좋았다. 혈전은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 심
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며, 생성된 혈전이 혈관을 타
고 이동하면서 각종 심혈관계통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Kim et al. 1999). 일단 생성된 혈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
므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약을 사용하여 이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 의해 청국장, 된
장, 낫토 같은 발효식품에 의한 혈전 용해효소 연구가 보고
되었다(Oh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들 역시 이
들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균으로써 동충하초를 발
효 시 이들 균주에서 만들어진 혈전 용해 효소가 작용하여
혈전용해 활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다양한 성분변화와 생
리활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효모와 다른 균주를 복합 발
효시킨 발효산물에서 발효에 의한 당도 및 총플라보노이
드, tyrosinase 저해활성 및 혈전용해 활성 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산균과 효모를 복합 발효시킨
발효산물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유산균과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효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탁월한 건강기능효과를 가지
는 누에동충하초 발효식품을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 등 4종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각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으로 단 발효와 복합 발효를 시도한 15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미생물 접종 조건으로 하여 발
효산물을 제조하였다. 각 조건의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
당, 단백질 함량 등 기본 성분의 함량 변화와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 혈전
용해 활성 등 건강식품 개발에 요구되는 항목들의 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과 단
백질 등 함량은 다소 낮아졌으나 효모를 이용하여 발효한
발효산물에서는 당도가 높아져 단맛이 증가하였으며, 총
폴리페놀과 항산화 활성은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에 비해
발효산물에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총플라보노이드
와 tyrosinase 저해활성 및 혈전용해 활성에서는 발효에
의해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
효균에서 대부분 활성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효모만을 이
용한 단 발효에서는 그 활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산균과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효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탁월한 건강기능효과를 가지
는 누에동충하초 발효식품을 개발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
및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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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angiogenesis in
prostate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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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nhibitory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PSA and angiogenesis-related factor expression
levels were investigated i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LNCaP. P. tenuipes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ed PSA express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We also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 of P. tenuipes extract on the expression of angiogenesis-related
genes including VEGF, MMP-2, MMP-9, TIMP-1, and TIMP-2. P. tenuipes extract significantly down-regulated the expression of
MMP-2 and MMP-9 in a dose-dependent manner. On the contrary, P. tenuipes increased the expression of TIMP-1 and TIMP-2.
Our findings indicate that P. tenuipes exhibits an inhibitory effect on angiogenesis in human prostate cancer cells.
KEYWORDS: Angiogenesis, LNCaP, Paecilomyces tenuipes, Prostate cancer

서 론

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2012년 전립선암이 남성 암발생
률 1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며
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기대수명이 늘어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립선암 증가가
의학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국립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암등록통계, 2016).
www.eartic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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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에 의존적이며, 특히 dihydrotes성 암 발생자수는 112,882명이다. 그 중 전립선암 발생자
tosterone (DHT)가 전립선암 유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는 9,785명이며 남성 암 발생의 8.7%, 5위를 차지하였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T는 전립선 내에서 5AR2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DHT로 전환되어지며 테스토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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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다 5배 정도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Steer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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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면 암세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혈관신생과정
한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DMSO (dimethyl sulfoxide)
을 진행시켜 혈관을 타고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침윤
용매에 용해시켜 세포실험에 사용하였다.
및 전이하게 된다 (Khan and Mukhtar, 2010). 또한 혈관
신생 (angiogenesis)은 종양 내에 혈관을 유도하여 신생하
세포 배양
는 인자로 종양에 종양증식 또는 전이소 형성에서 반드시
전립선암세포인 LNCaP 세포주 (KCLB No. 21740)는
필요하다. 이를 조절하는 인자 중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
한국세포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CO2 세포배양
o
기 (37 C, 5% CO2)에서 10 % 소태아혈청(Gibco, USA),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혈관 형성
1% 페니실린(Gibco, USA)이 포함된 RPMI (Gibco,
을 자극하고 혈관 투과성을 유도하며 혈관을 확장시키는
USA)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Ferrara et al., 1997). 또한
VEGF는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발현을 유
도하는데, 이 효소중 MMP-2와 MMP-9은 기저막의 주요
분석방법
성분인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RNA isolation
효소로 암세포의 전이뿐만 아니라 혈관신생과정에도 관여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Roy R. et al., 2009). 한편
전립선암세포인 LNCaP세포는 6-well plate에 세포
6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s (TIMP)는 MMPs의
(2×10 )를 각 well에 분주한 뒤, 24시간 후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을 농도별 (62.5, 125, 250, 500 mg/ml)로 처리하
활성을 억제해서 종양세포의 혈관신생, 종양의 형성 및
였다. 30분 후 dihydrotestosterone(DHT) 10 nM을 처리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Gomez et al., 1997).
동충하초는 곤충의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침입하는 곤충
한 뒤 24시간 배양시키고,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배지
기생성균으로 자낭균문(Ascomycota), 핵균강(Pyrenomycetes),
를 제거한 뒤 TRIzol reagent를 1 ml 씩 분주한 뒤 준비
o
맥각균목(Clavicipitales), 맥각균과(Clavicipitaceae)에 속
된 e-tube에 담았다. 4 C로 유지된 상태에서 각 튜브에
o
chlorform을 첨가하여 voltex를 20-30초 한 후 4 C에서
하는 Cordyceps 속과 불완전균류의 Paecilomyces 속,
Torrubiella 속 및 Pudonetria 속 등이 있다 (Alexopoulos
15,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때 용액이 세
et al., 1996). 동충하초는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분포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위의 RNA가 있는 상층액을
다른 e-tube에 옮겨 담아 RNA 상층액과 동일한 양의
며, 국내에는 약 70여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o
isopropyl alcohol을 넣고 10분간 상온에 놓은 뒤 4 C에서
다 (Sung et al., 1998). 그 중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15,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층액을 버
tenuipes)는 국내 연구진에의해 누에를 기주로 하여 자실
o
체의 인공배양에 성공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는 버섯이다
리고 75% EtOH(in DEPC water)로 washing한 후 4 C에
(Cho et al., 1999). 항암, 면역증강, 저혈당 활성 등의 여
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은
러 생리 활성이 알려져 있다 (Shim et al., 2000). 하지만
버리고, 2시간 건조시킨 뒤 pellet을 DEPC water를 이용
o
눈꽃동충하초와 전립선암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고, 더
하여 녹였다. 이렇게 추출된 RNA는 –80 C에 보관하였다.
욱이 혈관신생인자 억제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전체 RNA농도 측정은 RNAse가 처리된 0.1% DEPC
www.earticle.net
water로 용해시켜 UV spectro-photometer로 260 nm/280
다. 또한, 화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전립선암 치료약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은 부작용이 많아 환자에게 두번째 고통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유래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 (Kim and Kim,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전사 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을 획득하고 전립선암세포
전립선암세포에서 semiquantitative RT-PCR법을 이용
(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의 항전립선암 효능을
하여 mRNA에 대한 PCR 산물을 정량하였다. 역전사반응
PSA 발현과 혈관신생인자 발현의 억제률을 통해 확인하
였다.
은 추출된 전체 RNA (1 μg)와 Oligonucleotide dT
®
primer (100pmol)을 Accupower RT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혼합한 후, 반응 전체 용량을 20 μl로
재료 및 방법
하여 70°C에서 5분 동안 전처리하였다. cDNA합성은
버섯시료 추출 방법
42°C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고, 역전사 효소를 불활성
눈꽃동충하초 (Paecilomyces tenuipes)는 농촌진흥청 원
화하기 위해 80°C에서 15분동안 열처리하였다. PCR
®
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100 g의 건조된 시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Accupower PCR
o
PreMix (Bioneer Co., Korea) tube에 역전사된 cDNA 1
료에 물 1 L를 가해 100 C에서 1시간 추출하였다. 이후
10 μm filter paper에 여과시킨 여과액을 감압농축 한 후
μg과 각각 Forward와 Reverse Primer 10 pmol을 사용하
o
o
deep freezer에 하루 냉각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건조
여 94 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60 C에서 30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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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s on the PSA expression in LNCaP.

anealing, 72oC에서 45초간 extension의 과정을 30회 반복
하였다. 사용된 Human의 prime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PSA는 5′-GCT GAC CTG AAA TAC CTG-3′(sense),
5′-AGC CCC AAG CTT ACC ACC-3′(antisense),
GAPDH는 5'-CCA TGG GGA AGG TGA AGG TG3′(sense), 5-AAA TGA GCC CCA GCC TTC TC3′(antisense), VEGF는 5′-GGG GCA GAA TCA TCA
CGA AG-3′(sense), 5′-TTT CTC CGC TCT GAG CAA
GG-3′(antisense), MMP-2는 5′-CAG GCT CTT CTC
CTT TCA CAA C-3′(sense), 5′-AAG CCA CGG CTT
GGT TTT CTT C-3′(antisense), TIMP-1은 5′-CAA GAT
GAC CAA GAT GTA TAA AGG-3′(sense), 5′-AAC
AGT GTA GGT CTT GGT GAA G-3′(antisense),

Fig. 2.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PSA
*
expression in LNCaP.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DHT
alone group shown at p <0.05.

각각 처리한 후 24시간 뒤에 PSA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눈꽃동충하초를 처리한 군에서 PSA
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특히 Image J를 이용하여 band를 정량화한 결과
PCR정량 분석
눈꽃동충하초 250 μg/ml 처리한 군에서 PSA의 발현이
증폭된 PCR products는 1%의 agarose gel에서 전기영
동하여 band의 정량을 ImageJ 1.44d (Image J is a public
대조군에 비해 약 70%, 500 μg/ml 처리한 군에서 약
domain Java image processing program inspired by NIH
92% 유의적 감소하였다 (Fig. 2).
참송이버섯, 편각영지버섯 및 현미동충하초 열수추출물
Image)를 사용하여 band를 정량화 하였다.
www.earticle.net
을 이용하여 LNCaP 세포에서 PSA 발현 억제효과를 본
통계처리
이전 연구에서도 버섯의 PSA 발현 억제효과를 볼 수 있
자료처리는 SPSS 18.0(SPSS Inc., Chicago, IL,USA)을
었다 (Kim et al., 2015). 이와 비교하였을 때 눈꽃동충하
초 열수추출물은 LNCaP 세포의 PSA 발현을 크게 억제
이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대조
군과 실험군간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하여 향후 눈꽃동충하초을 활용한 항전립선암 연구에 대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IMP-2는 5′-CAG CTT TGC TTT ATC CGG GC-3′와
5′-ATG CTT AGC TGG CGT CAC AT-3′이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
물의 PSA 발현 및 혈관신생인자 억제률을 통해 전립선암
에 대한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립선암세포(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
의 PSA mRNA 발현 억제효과
전립선암에서 DHT (10 nM)로 자극한 LNCaP 세포에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 (62.5, 125, 250, 500 μg/ml)을

전립선암세포(LNCaP)에서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
의 혈관신생인자 발현 억제효과
배양한 LNCaP 세포에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 (62.5,
125, 250, 500 μg/ml)을 처리하고 DHT (10 nM)를 처리
한 후 24시간 뒤에 RT–PCR법으로 VEGF, MMP-2,
MMP-9, TIMP-1, TIMP-2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하
여 VEGF의 발현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MMP-2의
발현은 500 μg/mg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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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angiogenesis factor expression in LNCaP.

MMP-9의 발현은 250 μg/mg 처리군에서 부터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MMPs의 조절인자이자 억제인자인
TIMP-1과 TIMP-2의 발현도 농도의존으로 유의적으로 증
가함을 볼 수 있었다 (Fig. 4).
TIMP-1의 단백질 발현의 증가는 MMP-9의 활성 및 단
백질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Arou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은 TIMP-1의 발
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LNCaP 세포에서 MMP-2와 MMP-9의 발현이 감소하였
으며 이는 혈관 기저막의 분해를 억제하여 최종적으로 눈
꽃동충하초 추출물이 전립선암의 혈관신생을 억제한 것이
라 보여진다. 한편 혈관신생 억제 기작이 TIMPs의
MMPs 저해에 의한 효과 이외에도 TIMP-2의 integrin
α3β1수용체에 대한 또 다른 경로의 작용이라는 결과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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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extract on the angiogenesis factor expression in LNCaP.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DHT alone group shown at p <0.05.

Anti-prostate cancer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고된 바 있다 (Sternlicht et al., 2001). 따라서 향후
LNCaP 세포의 혈관신생억제가 VEGF의 발현 MMPs 및
TIMPs의 상호작용 이외에 다른 경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는지 추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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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본 연구에서는 눈꽃동충하초를 열수추출하여 항전립선
암 효능을 조사하였다.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은 PSA
발현을 저해하는 효능이 탁월하였으며, 또한 전립선암세
포의 혈관신생인자 중 TIMP-1과 TIMP-2의 발현을 증가
시킴과 동시에 MMP-2와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켜 혈
관신생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는 이후 눈꽃동충하초를 이용한 항전립선암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가 될 것이며, 혈관신생억제와 관련된 이외의
경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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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elve strains of bacteria with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ies were isolated from spent mushroom substrates
collected from button mushroom cultivation farm, Buye, Chungcheongnam-do in Korea. Among them, one strain, designated
NO12, with higher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ies was selected by agar diffusion method. The strain NO12 was identified to be
a Bacillus sp. by biochemical characteristics using Bacillus ID kit and MicroLog system. Comparative 16S rDNA gene sequence
analysis showed that strain NO12 formed a distinct phylogenetic tree within the genus Bacillus and was most closely related to
Bacillus subtilis with 16S rDNA gene sequence similarity of 99.2%. Based on its physiological properties,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phylogenetic distinctiveness, strain NO12 was classified within the genus Bacillus, for which the name Bacillus
subtilis NO12 was proposed. The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ies of B. subtilis NO12 were slightly increased according to
bacterial population from exponential phase to stationary phase in the growth curve for B. subtilis NO12. The xylanase activity
continuously increased from the beginning of the exponential phase and exhibited maximum activity in the middle of the
exponential phase.
KEYWORDS: Bacillus subtilis NO12, Cellulase, Spent mushroom substrates, Xylanase.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증대와 웰빙(well-being)문화의 정
배 방식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톱밥과 곡물이 주원료
착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버섯 소비도 지속
이며 버섯 재배과정 중 배지 영양분의 15-25% 정도만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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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버섯 소비가 증가함에
따
섯에 의해 이용되고 나머지는 버섯수확후배지에 남아 있
을 뿐만 아니라 버섯 균사체가 분비하는 다양한 생리활성
라 버섯 수확 후 남겨진 부산물인 버섯수확후배지의 발생
물질과 버섯 균사체 등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량도 증가하고 있다. 버섯수확후배지는 버섯의 종류와 재
높은 부산물이다 (Shin and Cho, 2011). 현재 큰느타리,
느타리, 팽이 등의 병재배용 버섯수확후배지는 유기농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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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양송이 수확후배지는 유기물 함량이 낮다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양송이 수확후배지의 퇴비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양송이 수확후
배지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수확후배지의 난분해성 물질
을 분해할 수 있는 cellulase와 xylanase 분비능이 우수한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 공정이 필요하다. 퇴비화 공정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어 안정
화되는 일련의 부숙과정이며 부숙된 퇴비는 미생물이 분
비한 점액물질에 의해 토양 입단화가 형성되어 토양의 통
기성, 투수성, 보수성 등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생성한 이차대사산물에 의해 식물병원성 미생물
의 증식을 억제될 수도 있다(Williams, 2001; Shin and
Cho, 2011). 퇴비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Bacillus sp.,
Clostridium sp., Pseudomonas sp., Cellulomonas sp.,
Xanthomonas sp., Pectobacterium carotovorum, Streptomyces,
Thermomonospora, Tricoderma 등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
Bacillus sp.와 Clostridium sp.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Bacillus 속의 미생물들은 체
외분비효소인 cellulase, xylanase, lactase 등을 분비하여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하고 이를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Lee and Choi, 2006; Kim et al, 1995;
Kim et al, 2004; Shin and Cho, 2011) iturin, surfactin,

Table 1.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y of the isolated strains
from button mushroom substrate
Isolated strain

Activity ratio (mm)
Cellulase

Xylanase

NO01

3

-

NO02

5

3

NO03

-

-

NO04

5

-

NO05

3

4

NO06

6

5

NO07

-

-

NO09

7

-

NO10

2

-

NO11

-

-

NO12

10

7

NO08

*The activity ratio was calculated from clear zones formed on TSA
plate containing 0.5% CMC with trypan blue and xylan as substrate
and incubated at 40˚C for 48 hr.

cellulase 분비능이 우수한 균주는 분리균을 0.5% CMC와
o
fengycin, bacillomycin과 같은 항진균성 항생물질을 생산
1% trypan blue가 첨가된 TSA 배지에 접종한 다음 40 C
하기 때문에 식물병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코로니 주변에 형성된
(Nakano et al, 1998; Regine et al, 1985; Roongsawang
cellulose 분해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선발하였으며
et al, 2002; Vanittanakam et al, 1986; Shin and Cho,
xylanase 분비능이 우수한 균주는 0.5% xylan이 기질로
o
2011) 액체배양 시 다른 균주에 비해 생육속도가 빠르고
첨가된 TSA 배지에 분리균을 접종한 다음 40 C에서 48
포자를 형성하여 고온에서도 생육할 수 있으므로(Schallmey
시간 동안 배양한 후 iodine으로 염색하여 코로니 주변에
et al, 2004) 퇴비화 부숙촉진 미생물이나 미생물제재로
형성된 xylan 분해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선발하였다. 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다. Yun et al (2009)의 연구에
리균 중 cellulose 또는 xylan이 각각 기질로 첨가된 TSA
의하면 양송이 수확후배지에서 분리된 세균은 식물생장촉
배지에서 분해환의 크기가 가장 큰 균주 NO12가
www.earticle.net
진효과가 있으며 버섯수확후배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
cellulase와 xylanase 분비능이 가장 우수한 균주로 최종
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송이 수확후배지의 퇴비화 공정에 필
분리균 NO12의 형태적 특징은 분리균을 TSA 배지에
요한 균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부여군 양송이 재배농가에
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서 수집한 수확후배지에서 cellulase와 xylanase를 분비하
결과 분리균 NO12는 Gram양성 간균이었다. 분리균
는 균주를 분리하고 분리균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NO12의 생화학적 특성은 Bacillus ID kit와 MicroLog
수확후배지에 우점하는 균주 중 CMCase와 xylanase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acillus ID kit로 분석
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
한 결과 분리균은 B. subtilis와 99.2%의 probability을 나
면 지역의 양송이 재배농가에서 수확후배지를 수집하였
타내었으며 MicroLog system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B.
다. 양송이 수확후배지에 우점하는 균주는 수집한 배지 1
subtilis와 유사한 생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Bacillus
g을 멸균수에 희석한 후 trypticase soy agar (TSA) 배지
ID kit와 MicroLog system에 의한 분리균 NO12의 생화
o
에 도말한 다음 40 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분리하
학적인 특성을 종합하면 Table 1과 같이 arbutin,
cellobiose, dextrin, D-fructose, D-galactose, gentiobiose,
였으며 12개의 균주가 분리되었다. 분리균의 cellulase와
D-glucose, maltose, mannan, D-manitol, 3-methylglucose,
xylanase 활성은 carboxy methyl cellulose (CMC,
D-psicose, D-raffinose, D-sorbitol, sucrose, D-trehalos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또는 xylan (Xylan
α-hydroxybutyric acid, ρ-hydroxyphenyl acetic acid, Lfrom oat spelts,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이
각각 기질로 첨가된 TSA 배지에서 확인하였다. 분리균의

lactic acid, pyruvic acid 등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다.

양송이 배지로부터 분리된 Bacillus subtilis NO12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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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enotypic characters of strain NO12
Chracteristics
Morphology
Shape
Gram stain
Cell dimension (?)
Flagellation
Swarming on soft TS agar
Endospore formation
Physiological properties
Anaerobic growth
Aerobic growth
Growth at
10oC
20oC
o
30 C
40oC
50oC
60oC
Growth in NaCl
5%
10%
15%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xidase activity
Catalase activity
Urease activity
Voges-Proskauer test
Indol production
Hydrolysis of
Casein
Gelatin
Starch
Carbohydrates
N-acethyl-D-glucosamin
N-acethyl-D-mannosamine
Amygdalin
L-arabinose
Arabitol
Arbutin
Cellobiose
α-cyclodextrin
β-cyclodextrin
Dextrin
D-fructose
L-fucose
D-galactose
Gentiobiose
D-glucose
Glycogen

Reaction

Chracteristics
m-inositol
Rod
Inulin
+
D-lactose
0.4×0.8-1
Lactulose
>1
Maltose
+
Maltotriose
+
Mannan
D-manitol
w
D-mannose
+
D-melezitose
D-melibiose
Methyl-α-D-galactoside
w
Methyl-β-D-galactoside
+
3-methylglucose
+
Methyl-α-D-glucoside
+
Methyl-β-D-glucoside
+
Methyl-α-D-mannoside
Palatinose
D-psicose
D-raffinose
L-raffinose
D-ribose
+
D-salicin
+
Sedoheptulosan
D-sorbitol
Stachyose
Sucrose
Tagatose
D-trehalose
+
Turanose
+
Xylitol
www.earticle.net
D-xylose
w
Carboxylic acids
Acetic acid
N-acethyl-L-gutamic acid
α-hydroxybutyric acid
β-hydroxybutyric acid
+
γ-hydroxybutyric acid
+
ρ-hydroxyphenyl acetic acid
α-ketoglutaric acid
α-ketovaleric acid
+
L-lactic acid
+
D-malic acid
L-malic acid
+
Propionic acid
+
Pyruvic acid
+
Succinamic acid
Succinic acid

+,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ction; w, weak reaction

Reaction
+
+
+
+
w
w
+
+
+
+
+
w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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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the isolate NO12 and other closely related bacteria based on the partial 16S rDNA gene
sequence. The branching pattern was generated by the neighbor-joining method. Bootstrap values(expressed as percentages of
10,000 replications) are shown at major branching points. Bar, 0.005 substitution per nucleotide position.

분리균 NO12의 16S rDNA 염기서열은 중합효소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수행하여 얻은 산물
중 1.5 kb에 해당하는 단편을 PCR purification kit (Qiagen,
USA)를 사용하여 정제한 다음 Macrogen (Daejeon,
Korea)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분리균 NO12의 16S
rDNA 염기서열은 B. subtilis와 99.2%의 상동성을 나타
내었으며 분리균 NO12의 16S rDNA 염기서열은
GeneBank database에 MG396985로 등록되었다. 분리균
NO12와 Bacillus 속 균주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는 분리균
NO12와 GeneBank database에 등록된 Bacillus 속 균주
들의 16S rDNA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한 다음 DNAMan
analysis system (Lynnon Biosoft, Canada)을 이용하여 계
Fig. 2. Growth and enzyme production of Bacillus subtilis
통도로 나타내었다(Fig. 2). Bacillus 속은 다양한 환경에
NO12. B. subtilis NO12 was growth in TSB medium with
o
서 포자를 생성하여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0.5% CMC ( ) or xylan ( ) at 40 C for 48 hr. The cell
growth ( ) was determined by measuring OD600 of cell
종 다양성이 큰 세균으로 16S rDNA 염기서열에서 100%
culture.
The enzyme activity was determined with the culture
의 상동성을 나타내더라도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될 수 있
supernatants.
www.earticle.net
는 균주이지만(Seki et al, 1978) 분리균 NO12는
Bacillus
ID kit와 MicroLog system을 이용한 생리적·생화학적 특
성 분석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에서 B. subtilis와 가
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으며 cellulase와 xylanase 활성은
장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분리균 NO12의 생리적·생
DNS 환원당 정량법으로 측정하였다(Miller et al, 1960).
화학적 특성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계통학
Cellulase 활성은 3시간 간격으로 채취한 분리균 배양액을
적 유연관계를 종합하여 분리균 NO12는 Bacillus subtilis
1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만 회수
NO12로 명명되었다.
한 다음 상등액 250 ul와 0.5% CMC 500 ul, 200 mM
o
일반적으로 Bacillus 속은 다양한 효소와 항생물질을 다
phosphate buffer (pH 7.0) 250 ul를 혼합하여 100 C에서
량 분비하며 포자를 형성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수 있기 때문에 분리균 NO12는 퇴비화를 촉진하는 유용
unit로 나타내었다. Xylanase 활성은 CMC 대신에 xylan
한 미생물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을 기질로 사용하여 CMCase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분리균의 생육이 효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균의
였다. 1 unit는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단위로써 CMC 또
생육곡선과 cellulase 및 xylanase 활성의 상관관계를 비
는 xylan으로부터 1분 동안 1 umol의 glucose 또는 D교하여 확인하였다. 0.5% CMC 또는 xylan이 기질로 첨
xylose에 상응하는 환원당을 생성하는 효소의 양으로 나
가된 TSB 배지에 분리균을 각각 접종한 다음 48시간 동
타내었고 glucose와 D-xylose가 cellulase와 xylanase 활
안 진탕배양하면서 3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채취하였다.
성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로 사용되었다(Fig. 3). Cellulase
분리균의 생육곡선은 채취한 배양액을 600 nm에서 흡광
활성은 분리균이 증식함에 따라 대수증식기 초반부터 급

양송이 배지로부터 분리된 Bacillus subtilis NO12의 특성

격히 증가하였고 정지기에 진입하면 효소활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xylanase 활성은 대수
증식기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지기 초반에 최
대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Bacillus 속이 분비하는
탄수화물 분해효소의 활성이 세포의 생장과 더불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정지기에 도달하면 최대활성을 나타낸다
는 이전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었다(Kim et al, 1995;
Kim et al, 2004; Shin and Ch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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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Cellulase와 xylanase 분비능이 우수한 세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석성면 지역의 양송이 재배농장으로부터
수확후배지를 수집하였다. 양송이 수확후배지로부터 12종
의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이 중 cellulase와 xylanase 활성
이 가장 우수한 균주 NO12를 최종 선발하였다. 분리균
NO12의 생리적·생화학적 특성은 Bacillus ID kit와
MicroLog system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분리균
NO12는 Bacillus subtilis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분리균 NO12의 16S rDNA 염기서열도 B. subtilis와
99.2%의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
여 분리균 NO12는 B. subtilis NO12로 동정되었다. 분리
균이 분비하는 cellulase와 xylanase 활성은 분리균이 증
식함에 따라 대수증식기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
지기에 진입하면 효소활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xylanase 활성은 대수증식기 초기부터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수증식기 중반에 최대활성을 나타내
었다.

253

References
Jung YP, Kyung KC, Jang KY, Yoon MH. 2011.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a
from waste mushroom bed from Agaricus bisporus. Kor J Soil
Sci Fert. 44:866-871
Kim DJ, Shin HJ, Min BH, Yoon KH. 1995. Isolation of a
Thermophilic Bacillus sp. producing the thermostable
cellulase-free xylanase, and properties of the enzyme. Kor J
Appl Microb Biotech. 23: 304-310.
Kim JY, Heo SH, Hong JH. 2004.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lkaline cellulase produced by alkalophilic Bacillus sp.
HSH-810. Kor J Appl Microb Biotech. 40:139-146.
Lee JH, Choi SH. 2006. Xylanase production by Bacillus sp. A-6
isolated from rice bran. J Microbiol Biotechnol. 16:1856-1861.
Miller GL, Blum R, Glennon WE, Burton AL. 1960.
Measurement of carboxymethyl cellulase activity. Anal
Biochem. 2:127-132.
Schallmey M, Singh A, Ward OP. 2004. Developments in the use
of Bacillus species for industrial production. Can J Microbiol.
50:1-17.
Seki T, Chung CK, Mikami H, Oshima Y. 1978. Deoxyribonucleic
acid homology and taxonomy of the genus Bacillus. Int J Syst
Bacteriol. 28:182-189.
Shin PG, Cho SJ. 2011.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y of
compost-promoting bacteria Bacillus sp. SJ21. Kor J Soil Sci
Fert. 44:836-840.
Williams BC, McMullan JT, McCahey S. 2001. An initial
assessment of spent mushroom compost as apotential energy
feedstock. Bioresour Technol. 79:227-230.

감사의 글

www.earticle.net
본 연구는 2017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112505)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의 일부이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Journal of Mushrooms

한 국 버 섯 학 회 지

Note

양송이에서 포식성 스키미투스응애 (Stratiolaelaps scimitus)를
이용한 버섯응애류의 생물적 방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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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control of mushroom mites using predatory mite
Stratiolaelaps scimitus in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cultivation
Jungbeom Yoon, Hyeonghwan Kim*, Donghwan Kim, Changyeol Yang, and Mihye Seo
Horticultural and herbal crop environ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100,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ABSTRACT: Mushroom mites have recently caused severe damage to sawdust beds, mushroom mycelia, and fruiting bodies;
therefore, they have reduced the production of the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in greenhouses. There are currently no
registered pesticides for mushroom mites.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control mushroom flies and mites without affecting the
growth of the mushroom. We examined biological control of mushroom mites using predatory mite Stratiolaelaps scimitus in
button mushroom cultivation. As a result, a three times treatment (1 treatment after water cleaning, 1 treatment after fungus
inoculation, and 1 treatment before or after casing) was most effective at controlling mushroom mites, with 3.000 predatory mites
2
(3 bottles) scattered evenly over 165–230 m every 1–2 m. Predatory mite Stratiolaelaps scimitus could control mushroom flies
and mites at the same time and could be used at any time during cultivation.
KEYWORDS: Agaricus bisporus, Biological control, Mushroom mite, Stratiolaelaps scimitus

양송이 재배지에 발생하여 배지, 균사, 자실체를 가해하
고 있으며, 재배사의 집단화 등으로 피해는 해마다 늘어
며 버섯 품질을 저하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해
나고 있다(Yoon et al, 2016). 특히 과거에는 돌발적으로
www.earticle.net
충으로는 버섯파리류, 버섯응애류, 버섯선충류가 있다. 이
피해를 주었던 버섯응애류가 최근에는 양송이 주산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농가가 확산되고 있어
러한 해충들은 균상의 유기물, 버섯 균사, 자실체를 가해
효과적인 방제기술이 요구된다.
하거나 각종 병원균을 매개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
버섯응애류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는 아직까지 없으며
적용 가능한 살충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잔류 문제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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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용시기가 제한적이고 방제가 어려운 화학 살충
제의 대안으로 포식성 천적 응애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법(kim et al., 2012; kim et al., 2013)과 LED 유인등+끈
끈이트랩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법(kim et al., 2014)을 복
합적으로 이용한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이 개발
되어, 2016년부터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버섯 재배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Cabrera et al.
(2004, 2005)과 Jandricic et al.(2006) 또한 포식성 천적
을 이용한 방제 효과와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양송이의 버섯응애류 피해증상과 버섯파리를
포식하는 포식성 천적 응애 스키미투스응애를 이용한 버
섯응애류의 생물적 방제효과를 검정하였다.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류 포식량 조사
겹겹이 접은 필터페이퍼 5장을 증류수로 적신 후
72×72×100 mm의 플라스틱 용기(Insect breeding box,
SPL)내 벽면쪽에 넣고 시판하는 스키미투스응애(Stratiolaelaps
scimitus, syn. Hypoaspis miles)(마일즈응애, 경농) 성충을
얇은 붓을 이용하여 1개체씩 용기 안으로 옮긴 후 48시간
절식시켰다. 부여 양송이 재배사에서 채집한 버섯응애류
를 10개체부터 10개체씩 늘여 100개체까지의 처리구를
설정하여, 수분을 공급한 필터페이퍼 1장이 깔린 직경
6 mm 페트리디쉬에 48시간 절식시킨 스키미투스응애 1
개체와 버섯응애류를 넣고 24시간 후 버섯응애류의 치사
개체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스키미투스응애 1개체당
버섯응애류 포식량을 조사하였다.

Fig. 1. Mushroom damage of mushroom mites.

체 위에 부분적으로 연갈색 녹 가루처럼 관찰되었다. 방
치할 경우 번식력이 강해 1~2주면 균상 전체가 연갈색 가
루가 가득 앉은 것처럼 보이며 시간이 더 경과되면 바닥
에도 같은 현상이 보였다. 재배초기에 밀도가 높을 경우
균사가 복토층 위로 전혀 자라지 않아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수확 전 버섯응애류 밀도가 높을 경우 1주기
수확 후 자실체가 형성되지 않아 2주기 수확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재배농가에서는 버섯응애류가 관찰되면
형성되었던 자실체만 수확 후 폐상하였다. 폐상 시 열스
팀 처리만을 할 경우 버섯응애류가 열을 피해 바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응애류 약제나 포르말린 등을 병행 처리
후 물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 발생했던 재배사
에서는 폐상 후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재배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류 방제효과 실증 조사
버섯응애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던 양송이 재배
농가(부여)에서 스키미투스응애를 재배사에 처리하여 방
제효과를 시험하였다. 재배사 면적은 7×15 m, 균상베드
www.earticle.net
면적은 1.2×12 m였으며 전체 4단 2줄로 이루어져
있었다.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류 포식량
시험은 페상 후 입상 전 물청소 시기를 기준으로 물청소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류 포식량은 버섯응애류 10
만 한 무처리구, 약제(에톡사졸)+열스팀 처리구, 스키미투
개체 투입구에서 7.9마리, 20개체 투입구에서 14.8마리,
스 1회 처리구(물청소 후 재배사 바닥에 스키미투스응애
30개체 투입구에서 24마리, 40개체 투입구에서 29.2마리,
1회 처리), 스키미투스 2회 처리구(물청소 후 바닥 1회+균
50개체 투입구에서 41.5마리, 60개체 투입구에서 55.4마
접종 후 1회 처리), 스키미투스 3회 처리구(물청소 후 바
리, 70개체 투입구에서 64.3마리, 80개체 투입구에서
닥 1회+균 접종 후 1회+복토 후 1회 처리)를 설정하여 40
75.8마리, 90개체 투입구에서 79.2마리, 100개체 투입구
일 후 각 시험구에서의 버섯응애류 밀도를 조사하였다.
에서 91.4마리를 나타냈으며,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
스키미투스응애는 10,000마리/병를 설정한 처리구에 맞게
류 포식량은 버섯응애류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포식량도
1~3회 바닥이나 균상베드 위에 1~2 m 간격으로 골고루
증가하였다(Fig. 2).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스키미투스
흩어 뿌렸다. 버섯응애류 밀도는 약 4 g 정도의 복토 흙덩
응애는 구침(Fig. 3)으로 찌르면서 이동하며, 구침에 찔린
이를 무작위로 채집 후 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버섯응애류를 포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찌른 후 재빨리
이동해서 다른 개체를 찌르는 현상도 관찰되어 에너지 흡
양송이의 버섯응애류 피해증상
수만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포식 활동(구침으로 찌르는 움
양송이의 버섯응애류 피해증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직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키미투스응애는 활발한
버섯응애류가 발생하여도 밀도가 낮을 경우 육안으로 관
이동 중 구침으로 여기저기 찌르는 습성이 있어 찔린 먹
찰이 어려우며 밀도가 높아지면 복토 표면이나 버섯 자실
이원은 포식되거나 찔린 상처로 인해 약해지거나 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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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edator amount of Stratiolaelaps scimitus
according to the number of mushroom m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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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iological control effect of Stratiolaelaps scimitus
against mushroom mites on mushroom cultivation.
10~40days represent mean the number of days after water
cleaning before spreading compost in beds.

Fig. 3. The stylet of Stratiolaelaps scimitus.

다. 제한된 공간에 버섯응애류의 밀도가 높을수록 스키미
Fig. 5. Comparison of mushroom production by Stratiolaelaps
투스응애와 버섯응애류의 조우 확률은 높아지고 스키미
scimitus treatment.
투스응애의 잦은 포식 활동으로 인해 상처 난 버섯응애류
www.earticle.net
개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버섯응애류 개체수가
증가할
수록 스키미투스응애 포식량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키미투스응애 2회 처리 196.9 스키미투스응애 3회 처리
0으로 나타났다.
예비실험으로 스키미투스응애 50개체와 버섯응애류 300
Fig. 5는 처리간의 양송이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개체 이상을 직경 6 mm 페트리디쉬에 넣은 결과 스키미
무처리 737.0, 약제+열스팀 처리 748.3, 스키미투스응애
투스응애에게 찔려 상처 난 버섯응애류가 약해져 있을 때
주위에 있던 스키미투스응애들이 집단으로 모여 포식하
1회 처리 937.0 스키미투스응애 2회 처리 2246.0, 스키미
는 현상이 관찰되어 스키미투스응애의 밀도가 높을수록
투스응애 3회 처리 3079.3으로 나타났다. 무처리 및 관행
농가(약제+열스팀), 스키미투스응애 1회 처리에서 1~2주
버섯응애류의 포식량 및 치사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
기만의 수확으로 그친 것에 비하여 스키미투스응애를 처
된다.
리하였을 때에는 4주기까지 안정적으로 버섯이 생산되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스키미투스응애의 버섯응애류 방제효과
따라서 스키미투스응애 30,000마리(3병)를 재배사 165
실증 시험 결과 스키미투스응애 3회 처리는 10~40일까
2
~230 m 기준으로 균상 준비 전 물청소 후 1회, 균 접종
지 버섯응애류의 밀도가 균일하게 0에 가깝게 유지되었으
나, 그 외 처리구에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버섯응애류
후 1회, 복토 전후 1회 등 3회를 1~2 m간격으로 골고루
균상 위에 처리하면 버섯응애류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Fig. 4). 물청소 후 40일이
경과된 지점에서의 버섯응애류 밀도는 무처리 732.3, 약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키미투스응애의 처리만으로 양
제+열스팀 처리 574.1, 스키미투스응애 1회 처리 414.7,
송이의 주요 해충인 버섯파리의 알, 유충, 번데기, 버섯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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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류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으며 작기 중 사용 시기에 구
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양송이에서 스키미투스응애를 이용한 버섯파리 Lycoriella
solani (Jess and Kilpatrick, 2000), Bradysia matogross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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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es et al., 2007; Castilho et al., 2009) 등의 버섯파
리리류 방제 효과에 관한 보고는 다수 있으나 스키미투스
응애를 이용한 버섯응애류 방제효과에 관한 보고는 처음
이다. 최근에는 스키미투스응애의 다양한 생태, 생리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n et al, 2017; Wen et al,
2017).
양송이에서 발생하는 버섯응애류에는 Tarsonemid mites
(Tarsonemus myceliophagus), Pygmy mites (Microdispus
lambi, syn. Brennandania lambi), Red pepper mites
(Siteroptes mesembrinae, syn. Pygmephorus mesembr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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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혼합광이 표고 ‘농진고’ 자실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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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ixed LED light sources on the fruiting body growth
of oak mushroom (Lentinula edodes) ‘Nongjingo’
Youn-JIn Park1,2, Tae-Seok Oh1, Young-Koo Cho1, Chang-Ho Kim1, Tae-Kwon Kim1, and Myoung-Jun Jang1,*
1

Kongju National University Plant Resour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Legumes Green Manure Resource Center(LGMRC)

2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bility of mushroom cultivar Lentinula
edodes ‘Nongjingo’ fruiting bodies after exposure to various light conditions. Color differences between mushrooms treated with
mixtures of LED light revealed that mushrooms displayed lighter color shades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luorescent
light treated mushrooms). Redness increased and yellowness decreased after exposure to all treatments other than the fluorescent
control. Measurement of growth characteristics of ‘Nongjingo’ fruiting bodies showed increases after exposure to all mixed LED
treatments. In addition, the uniformity of fruiting bodies was higher when using LED light compared to fluorescent light. The
measurement of stem diameter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however, diameters were slightly
larger with exposure to white-green LED. Moreover, stem length was longer in the mixed LED treatments when compared to
those exposed to fluorescent light. Examination of the ratio of stem diameter to stem length revealed that the diameter of the
stem was greater than the length. The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extracts made from Nongjingo fruiting bodies grown under
mixed LED conditions was compared to those from mushrooms grown under fluorescence light conditions.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was observed from mushrooms treated with white LED;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ushrooms exposed to white-green LED compared to white-blue LED. The treatment showed higher antioxidant ability than
vitamin C. Our results confirm that treatment of white LED and white-blue LED affects the growth and antioxidant ability of
Nongjingo mushroom fruiting bodies.
Lentinula edodes, Nongjingo, Oak mushroom
KEYWORDS: DPPH, Fluorescent lamp, IC50, L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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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을 재배하여 자실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배지를 비롯한 외부환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온도, 습도, 환기, 광 등이 있으며, 자실체가 생장
하는 동안 수량이나 품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 중에서 주로 온도, 습도, 환기 조건들을 맞추기 위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공조시설 안
에서 이 3가지 요인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광의 경우는 온도, 습도, 환기 조건
과는 달리 광요인 하나만 조절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요인들의 영향은 적은 편이며, 그 결과 광의 중
요성이 온도, 습도, 환기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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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자실체가 광에 의해 유기되거나 촉진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고, 더불어 자실체의 분화나 발육에도
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Furukawa,
1992). 또한 최근 각 파장별로 조절이 가능한 LED의 농
업적 활용과 함께 버섯의 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청색LED에서는 갓이 커
지고, 적색LED에서는 대가 길어지는 버섯으로 큰느타리
(Hideyuki et al., 2005; Jang et al., 2011), 느티만가닥
(Jang et al., 2013), 맛버섯(Kaori et al., 2005)에 대한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버섯들은 주로 균상을 다단으
로 하여 재배하는 버섯들로 대부분 4단으로 재배를 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천정주변 위에 하나 정도의 형광등을 설
치하여 재배할 경우 단과 단사이에는 광이 영향을 미치기
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LED의
개발을 통해 단과 단사이에 설치하여 재배할 경우 품질의
균일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표고의 경우 최근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지면 또는 지상의 1
단재배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도농가들을 중심으로 2단재
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공조시설을 이용
4단 연중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ED혼합광
에 따른 표고버섯 자실체의 생육특성을 구명코자 본 연구
를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각 광원별 농진고 자실체의 항
산화능을 측정하였다.
자실체 생육특성 측정
배지는 참나무톱밥+미강(80:20, v/v)을 사용하였고, 배
지의 수분함량이 약 58%내외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배지
의 혼합과정이 끝난 후 입봉기를 이용하여 봉지당 1.4kg
o
을 입봉하였다. 121 C에 90분간 살균하여 냉각시키고, 냉
o
각된 배지에 종균을 접종하였다. 배양온도는 20±1 C로 배
양기간은 암배양으로 60일간 처리한 후 30일간 명배양을
실시하여 갈변을 유도하였다. 갈변이 완료된 배지는 봉지
를 제거한 후 버섯의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를 이
용하여 24시간 침수하였다. 침수가 끝난 후 생육실에 설
치되어 있는 광원별 챔버에 각각 9봉지씩 입상하여 생육
o
o
온도를 12시간은 25±1 C, 나머지 12시간은 15±1 C로 설
o
정하여 발이를 유도하였고, 발이 후 18±1 C에서 생육을
전개하였다. 상대습도는 90%내외, CO2농도는 800ppm이
하로 설정하여 생육을 제어하였으며, 수확 후 생육조사는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12)에 준
하여 조사하였다.
광원별 자실체의 갓색은 색차계 (Minolta CR200,
Japan)를 이용하여 L, a, b 값을 측정하였고, 갓의 경도는
물성분석기 (SUN RHEO meter Compac-100D)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때의 광량은 광량조절기를 이용하여
광이 버섯에 도달하는 지점을 300lux이하로 조절하였다.

시험균주 및 광원설치
항산화능 측정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분양
물추출시료에 대한 항산화 활성 측정은 1,1-diphenyl-2받은 표고‘농진고’를 PDA평판배지에서 5일간 배양한 후
picryl –hydrazyl (DPPH)를 이용하여 Blosis 법을 변형
톱밥과 미강이 80:20(v/v)로 혼합된 삼각플라스크에서 20
하여 시료의 radical 소거효과를 측정하는 DPPH 법을 사
용하였다. DPPH 용액100 µl와 시료를 농도별 각 100 µl
일 배양시킨 다음 포플러톱밥과 미강이 80:20(v/v)로 혼
씩 취하여 DPPH용액과 혼합후 30분간 상온 무광조건 상
합된 850 mL PP (polyethylene)병에서 30일간www.earticle.net
배양하여
태에서 반응시킨 후 잔존 radical 농도를 Microplate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reader(Sunrise Tecan) 흡광도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IC50 값은 시료를 첨가 하지 않은 양성대조구인 Vitamin
재배광원
C의 흡광도를 1/2로 감소시키는 시료의 농도(µg)를 계산
광원은 온도, 습도, 환기가 조절 가능한 재배사에 아크
하였다.
릴 챔버(950 (W) × 1000 (D) × 400 (H)mm)를 제작설치
하여 상자간 빛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형광등
처리구를 대조구로 설정하였고, White LED, White
결과 및 고찰
Green LED, White Blue LED를 챔버마다 각각 설치하여
표고‘농진고’ 혼합광에 따른 갓의 색차 및 경도를 조사
시험용으로 활용하였다.
한 결과 Table 1과 같다. 갓의 명도값은 형광등 처리구 대
비 LED혼합광 처리구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출물 제조
적색도는 형광등처리구에 비해 처리구 모두 높아졌고, 황
본 실험에 사용된 표고‘농진고’는 White LED, White
색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형광등 처리구와의 색차
Green LED, White Blue LED 챔버에서 2개월 자란 자실
값을 조사한 결과 White Blue LED처리구에서 80.4로 가
체를 사용하였으며, 증류수 1,000 mL에 100 g의 시료를
o
장 높았고, White Green LED처리구에서 66.3으로 가장
가하여 95 C에서 2 간 동안 3회 반복 추출 여과하였다.
추출물을 회전식증발농축기(EYELA, A-1000S, Japan)로
낮았다. 명도차는 처리구 모두 대조구에 비해 10이상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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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LED light source on the color and hardness of pileus of 'Nongjingo'
The color of pileus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ΔE

ΔL

Hardness of pileus
(g)

Fluorescent
lamp(control)

41.3

8.1

17.1

-

-

3,576

White LED

31.0

14.3

15.9

73.8

-10.3

2,893

White Green LED

31.2

13.4

15.7

66.3

-10.1

3,149

White Blue LED

29.9

13.2

80.4

-11.5

3,648.

Light source

a

2

a

15.4
2

b

2

ΔE = √(LFluorescent lamp-Lled treatment) +(aFluorescent lamp-aled treatment) +(bFluorescent lamp-bled treatment)
?L = LFluorescent lamp-Lled treat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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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for ‘Nongjingo’ according to LED light source

a

Light source

Diameter of pileus
(mm)

Uniformity of pileus
a
(CV )

Diameter of stipe
(mm)

Length of stipe
(mm)

Fluorescent lamp(control)

51.4

18.0

36.2

10.8

White LED

66.5

4.5

39.2

16.1

White Green LED

59.4

8.3

43.3

14.9

White Blue LED

68.3

8.3

37.7

14.8

variation coefficient

www.earticle.net
Fig. 2. Morphological properties of ‘Nongjingo’ grown under different LED mixed light source.

은 값으로 조사되었다. 느타리의 경우에서(Jang & Lee,
2014)도 형광등 대비 White Blue LED와 White Green
LED에서 명도값이 낮아진다고 한 결과와 같이 표고’농진
고’에서도 이와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갓의 경도값은
처리구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White LED처리
구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광원별 자실체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2 및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형광등 대조구 대비 처리구 모두
에서 갓직경이 컸으며, 자실체들에 대한 균일도를 변이계
수(variation coefficient)로 계산한 결과 형광등 처리구 대
비 LED를 사용하였을 경우 낮은 값을 나타내어 형광등을
처리하는 것 보다 균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광은 흰가루먹물버섯(Richard et al., 1999)의 원기

형성 등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영지버섯의 균사체 생산
량을 많게 한다고 하였으며(Paola et al., 2009), Baek 등
(2013)은 표고 ‘산조701호’품종에서 청색광에 처리구에서
갓직경이 커진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Nongjingo’에
청색과 백색이 1:1로 들어간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갓직
경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백색광원이 비록 석여 있으
나 청색광이 갓의 생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직경은 처리구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White
Green LED에서 43.3mm으로 다른 처리구 보다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고, 대길이는 형광등 처리구 보다 LED처리
구 모두에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갓직경과 대길이의 비를 조사한 결과 White
Green LED을 제외한 White LED와 White Blue LE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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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농진고’자실체를 형광등, White LED, White
Green LED, White Blue LED상에서 재배후 물 추출물
하였을 때 IC50 값은 형광등 9.55±0.84µg/ml로 가장 높
은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White LED
5.613±1.24 µg/ml, White Green LED 5.48±1.14 µg/ml,
White Blue LED 5.04±2.40에서는 유의한 라디칼 소거능
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LED처리는 Vitamin C가 3.
13±0.01 µg/ml 나타냄을 확인함으로써 천연 항산화물질
인 Vitamin C보다는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큰느타리 버섯에서 형광등,White
LED, White Green LED, White Blue LED와 같은 인공
광조건하에서 자실체의 형태적 변화 및 2 차 대사산물인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Jang et al., 2011). 이는 본 연구와 같은 결과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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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ical properties of ‘Nongjingo’ grown under
different LED light source.

서 형광등 처리구 대비 높은 값을 나타내어 대길이에 비
해 갓의 직경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광원에 따른 수량성을 비교한 결과 유효경수는 크게 차
이가 나지 않았으며, 3주기까지의 수량은 형광등 처리구
에서 수량지수 100일 때 White LED은 111, White Green
적 요
LED는 126, White Blue LED는 119로 White Green
표고 '농진고'를 LED 혼합광에 따른 갓의 색차 및 경도
LED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품화율은
차를 확인한 결과 갓의 명도값은 형광등 처리구 대비
형광등 처리구가 80.0%일 때 White LED처리구는 79.7%
LED혼합광 처리구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
로 이와 대등한 결과를 보였으며, White Green LED과
색도는 형광등 처리구에 비해 처리구 모두 높아졌고, 황
White Blue LED는 각각 83.4, 84.0으로 대조구 보다 높
색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광원별 자실체의 생육특
은 경향을 보였다.
성을 조사한 결과 형광등 대조구 대비 처리구 모두에서
이상의 결과 수량 및 상품화율이 형광등 대비 White
갓직경이 컸으며, 자실체들에 대한 균일도는 형광등 처리
Green LED과 White Blue LED에서 더 높아 표고‘농진고’
구 대비 LED를 사용하였을 경우 낮은 값을 나타내어 형
의 생육에 적합한 광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광
광등을 처리하는 것보다 균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들에 대한 영향이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표고 품종들간
대직경은 처리구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White
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Green LED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DPPH는 항산화물질과 환원반응을 통해 자색으로 탈색
고, 대길이는 형광등 처리구보다 LED처리구 모두에서 다
소 높게 조사되었다. 갓직경과 대길이의 비를 조사한 결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여 ‘농진고’ www.earticle.net
자실체 물
과 White Green LED을 제외한 White LED와 White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
Table 3. The comparison for yield of ‘Nongjingo’ according to LED light source
Light source

Number of available stipes
(ea/bag, 1.4kg)

Yield
(g/bag)

Yield
index

Ratio of the marketing
value(%)

Fluorescent lamp(control)

4.8±2.0

227.3

100

80.0

White LED

5.0±1.5

251.6

111

79.7

White Green LED

5.7±1.0

286.7

126

83.4

White Blue LED

5.1±1.6

270.0

119

84.0

Table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ifferent light source on ‘Nongjingo’
Sample
(mg/ml)

Fluorescent lamp
(control)

White LED

White Green LED

White Blue LED

Vitamin C

IC50

9.55±0.84

5.613±1.24

5.48±1.14

5.04±2.40

3.13±0.01

IC50 : Inhibitory activity i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he values are obtained by interpolation of concentration-inhibi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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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LED에서 형광등 처리구 대비 높은 값을 나타내어
대길이에 비해 갓의 직경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실체 물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확인한 결과 형광등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LED
처리는 White LED처리에서 가장 큰 항산화능을 확인하
였고 White Green LED, White Blue LED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ED처리는 Vitamin C 보다 높
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White LED
와 White Blue 처리가 표고버섯 자실체의 생육 및 항산화
능에 영향을 미치는 광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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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CT convergence in Lentinula edodes (Shiitake)
cultivation system using Automated container
Woo-Sik Jo1,*, Sung-Hak Lee1, Woo-Ram Park1, Seung-Ho Shin1, Chang-Min Park2,
Ji-Hyun Oh2, and Who-Won Park2
1

Gyeongbuk Province Agricultural Technology Administration, Daegu, 41404, Korea
KAST Eng. Co., LTD, Gumi, 39443, Korea

2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orldwide presents a new vision for
agriculture. Time and place, as well as the high-tech industry, to overcome barriers to the fusion of the so-called "smart
agriculture," are changing the agricultural landscape. Core container production in precision agriculture for mushroom cultivation,
optimal temperature, humidity, irradiation, self-regulation of factors such as carbon dioxide, and environment for mushroom
cultivation were adopted. Lentinula edodes (shiitake) is an edible mushroom native to East Asia, cultivated and consumed in
many Asian countries. It is considered to be medicinal in certain practices of traditional medicine. We used different controlled
light sources (Blue-Red-White-combined LED, blue LED, red LED, and fluorescent light) with different LED radiation intensities
2
(1.5, 10.5, and 20.5 µmol/m s for LEDs) to compare growth and development. Mushrooms were treated with light in a 12-houron/12-hour-off cycle, and maintained in a controlled room at 19~21°C, with 80~90% humidity, and a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of 1,000 ppm for 30 days. Growth and development differed with the LED source color and LED radiation
2
intensity. Growth and development were the highest at 10.5 µmol/m s of blue LED light. After harvesting the fruit bodies, we
2
measured their weight and length, thickness of pileus and stipe, chromaticity, and hardness. The 10.5 µmol/m s blue-LEDirradiated group showed the best harvest results with an average individual weight of 39.82 g and length of 64.03 mm, pileus
thickness of 30.85 mm and pileus length of 43.22 mm, and stipe thickness of 16.96 mm with fine chromaticity and hardness.
2
These results showed that blue LED light at 10.5 µmol/m s exerted the best effect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L. edodes
www.earticle.net
(shiitake) mushroom in the ICT-system container-typ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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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폭설,
가뭄 그리고 저온 등의 피해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품가격의 변동 폭이
급변하여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et al., 2004).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부환경요
인에 관계없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큰 관
심을 받고,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1). 식
물공장이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광, 온·습도, 이산
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연중 연속 생산이 가능하며 작
물의 수량과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공장형 식물생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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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fication of mushroom cultivation container.

템을 뜻한다(Kang 2008, Lee and Choi 2010). 이러한 식
였다. 운송품 반입용 단부문짝의 내부에 2 mm 철판 용접
물공장은 Green IT 기술과 융합된 식물공장 관련 기술 중
후 출입용 방화문 및 단열패널을 설치하였고, 선박 수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연
이후 현장 설치 시에 2기의 대형 단부문짝은 절단 제거
구, 인공광원 시스템 도입, 환경 제어용 센서모듈의 개발,
가능하도록 시공하였다. 컨테이너 바닥은 단열패널 상부
식물공장 자동화 설계, 멀티미디어의 활용, 고품질 작물의
에 용융아연도금 처리한 C형강 프레임을 격자로 용접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공하여 버섯 재배시 고습 상태에서 발생되는 내부 결로는
컨테이너 후미 바닥의 배수장치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도
게 이루어지고 있고(Lim, 2015), 그 특성상 실내에 많은
록 시공되었고, 외부 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장
센서와 설비장치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설
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물공장내의 상황 정보
치는 U자관 타입 및 고무막 개폐 처리하였다. 내부 단열
의 수집 및 교환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 및 추론과
패널은 고습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방수 페인트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에 적절한 서비
처리하였다.(Fig. 1).
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 재배실내 외부 공기 유입 및 출입을 최소화
(Schilit et al., 1994, Covington et al., 2002). 버섯의 생
하기 위해 제어실 도어를 구분 설치하였고, 단열/결로 방
지를 위해 페어 글라스(Pair Glass) 슬라이딩 도어로 설
육환경조건에 미치는 광의 영향에 대한 연구 중 표고버섯
치하였다. 외부 공기 유입으로 인한 재배실 온도 변화를
원기형성 시 청색광이 색소형성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
www.earticle.net
최소화와 대기보다 무거운 CO2의 특성을 고려하여 CO2
으며(Gary et al., 1987), Richard 등 (1999)은 흰가루먹물
배출이 우선되도록 재배실 상단부(공기유입용) 및 하단
버섯(Coprinus stercorarius)의 원기형성 및 담자과
부(배출용)에 비대칭으로 HEPA Filter 4기를 설치하였다
(Basidiocarp)의 성장에 청색광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g. 2).
암조건에서 생육한 느타리버섯은 착색이 되지 않고 갓이
거의 형성되지 않지만, 30~100 Lux의 광을 조사했을 때
는 대가 길고 크기도 일정한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
할 수 있다(Inatomi et al., 2000). 계절, 장소 등과 관계없
이 자동화를 통한 생산방식이 가능한 식물공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생육
에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버섯재배용 컨테이너 선정 및 내부 설계
버섯재배용 컨테이너는 40ft HQ 수출용 일반 컨테이너
(freight Container)로 해외 수출시 현지 기후 가변성을 고
o
o
려하여 영하 30 C~영상 40 C 외부환경에서 온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내부 우레탄/EPS 단열 패널을(단열 두께:
Roof 120 mm, Side 65 mm, Base 80~110 mm) 시공하

내부 용적 및 단열 정도/온도 제어범위를 합산하여 재배
실 냉난방 부하 산출(약 5 kW), 내부 설비 및 조명 설비
발열량(1.2 kW)을 포함한 냉난방 공조설비(HVAC)의 용
량(6.2 kW)을 선정하였고, CO2제어를 위한 흡기휀 가동
시 외부 공기 순환률을 고려하여 소요 용량대비 150 %인
o
9 kW를 설치하였다. 공조설비(HVAC) 온도제어는 17 C~
o
31 C까지 온도 설정 시 균상대 상단에서 2기의 Air Circulator
를 사용해 6 m 균상대에 균일하게 송풍이 가능하도록 하
며, 공조설비의 송풍구와 인접한 균상대 측면은 재배 버
섯이 직접 냉해를 입거나 건조되는 것을 막도록 패널로
차단, 제어용 PC내 통합 운용프로그램에서 온도환경설정
o
을 통해 최대오차 ±2 C 내외로 제어 가능하다(Fig. 3).
습도제어는 재배실 내부 용적 (약 45.5 CMB) 및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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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ior design plan of container.

Fig. 3. Auxiliary temperature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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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적정습도 (90% RH 내외)를 고려하여 5분 이내에
설정 습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메인 원심식 가습기(15~
20 L/h)를 재배사 입구쪽에 설치하고, 보조 초음파 가습기
(10 L/h)를 온도제어 냉난방기 옆쪽에 설치하였다. 습도
설정은 PC 통합 운영프로그램에서 설정가능하다(습도제
o
어 설계범위 : 내부 설정 온도 17~31 C에서 60~95 RH).
환기휀 공기 배출 방식으로 버섯의 호흡으로 인해 배출되
는 CO2농도를 제어하였다. 외부 배출용 휀은 대기보다 무
거운 CO2가 우선 배출될 수 있도록 재배실 내부 하단에
설치하였다. CO2가 적정수준으로 배출될 때 까지 유입되
는 공기는 HEPA Filter를 거치게 되며, 배출용 휀과 동시
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CO2 제어 범위는 400 ppm
(대기수준) ~ 1,500 ppm(밀폐상태로 지속 가동시), 환기휀
3
2 set의 최대배출량은 4.2 m /min로 재배실(45.5 CBM)
내부 공기의 분당 외부공기 순환률은 9.2%이었다. 외부
공기 유입시 내부 온도 변화에 따른 추이를 단위시간별로

체크하여, 보조 냉난방 장치 가동시간의 편차와 지연시간
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광환경제어용 컨트롤러 제작은 3기의 실험용 컨트롤러
를 통해 4개 그룹의 LED광실험 환경별 광량 조정이 가능
하였다(Red/Blue/White조합광 제어 1기, Red LED 제어
1기, Blue LED 제어 1기, 형광등은 별도 광량조절 기능
없음). 각 실험 환경별 광량 조절방식은 해당 컨트롤러의
전원공급 SMPS의 출력전압을 가변저항으로 조절되었으
며, 균상대의 1~3단 선택시 Select Switch를 이용하여 선
택한 상태에서 Digital Ampere Meter의 합산 전류 수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컨트롤러의 구동시간은 PC
통합 운용프로그램에서 12개 실험군의 on/off시간 설정을
통해 가능하며, 컨트롤러 자체 Daily 타이머 부착으로 PC
없이 15분 단위/24시간 제어가 가능하다. LED파장 및 광
량 제어 실험 환경 설계는 버섯재배시 최적 광원 실험을
위해 5개 실험군(Red, Blue, Red/Blue/White 조합, 형광

267

조우식 · 이성학 · 박우람 · 신승호 · 박창민 · 오지현 · 박후원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2:17 PM

Fig. 4. Light source installation specification.

Fig. 5. Connection of LED powersupply controller(Solar cell usab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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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조명)으로 실험베드를 구성하고 LED실험베드는
파
혼용하여 LED조명을 점등하도록 하는 태양광 발전병용
장별 비교 실험 및 컨트롤러에서 조정한 광량에 따른 비
LED 전원공급컨트롤러를 적용하였다(Fig. 5).
교 실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각 실험베드에는 버섯
품종별 크기나 성장에 따라 광조사 거리 및 광량 조정이
표고버섯 생육시험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 장치를 별도로 부착하여 추가적인
표고버섯은 담자균아문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이다.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 4).
표고버섯을 분류하는데 있어 singer는 구멍장이버섯과,
Pegler는 송이과에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분류 체계가
수출 지역의 전력공급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재
배 시설 구축시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 실험할 수
또 바뀌어 낙엽버섯과(Marasmiaceae) 표고속(Lentinula)
있도록 컨테이너 상부에 태양광 모듈(250W × 6기)을 설
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고버섯 발생시험을 위해 ‘산조
치하였다. 태양광 발전 모듈로부터 DC 60V 출력이 가능
701호’(L. edodes)를 공시균주로 사용하였으며 참나무톱
하도록 회로 구성한 접속반을 설치하였고, 220V 일반전
밥 85%와 미강 15%를 부피비로 혼합하고, 수분량을
o
기와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로 조정하여 1.4 kg 씩 입봉하였다. 온도 25±1 C에서
o
60일간 암배양 후, 온도 20±1 C에서 30일간 명배양하였
Regulator 및 Mixer 장치와 추가 비용 및 설치 없이 LED
조명용을 사용하는 DC출력전원(DC48V)과 병용으로 직
다. 70% 이상 갈변이 진행된 배지를 상면절개와 침수 후,
o
접 연결 기능이 탑재된 LED 전원공급컨트롤러를 적용하
컨테이너형 버섯재배사로 이동하여 온도 20±1 C, 습도
80~90%, CO2 1,000 ppm 조건에서 생육시험을 실시하였
였다. 주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시간동안은 태양광 발
다. 표고버섯의 초발이소요일수는 청색 LED광에서 5~6
전기기를 사용하고 발전량이 부족하면 220V 일반전기를

컨테이너형 수출용 버섯식물공장시스템설계 및 표고버섯 생산 연구

268

Table 1. Effect of LED mixed light on the properties of fruit body and yield of Letinula edodes
Light source

Primordia
Weight of fresh
formation
fruitbody(g)
(days)

Dry weight of
fruitbody(g)

Length of
pileus(mm)

Thickness of
pileus(mm)

Length of
stipe(mm)

Thickness of
stipe(mm)

Blue

5~6

39.82 ± 13.52

6.94 ± 3.30

64.09 ± 3.48

30.85 ± 5.35

43.22 ± 7.65

16.96 ± 4.14

Red

6~7

37.98 ± 9.66

6.67 ± 2.38

61.89 ± 3.41

26.89 ± 1.06

40.15 ± 7.30

16.36 ± 3.05

Red+Blue+White

6~7

25.76 ± 4.25

2.91 ± 0.54

51.67 ± 3.44

25.73 ± 1.60

36.63 ± 8.79

15.43 ± 1.18

fluorescent lamp

6~7

27.53 ± 16.52

4.86 ± 3.41

67.93 ± 15.67

29.00 ± 5.07

35.28 ± 7.46

16.62 ± 3.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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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일, 적색 LED광, 혼합 LED광, 형광등에서 6~7일로 유사
2
하였고 생체중은 10.5 µmol/m s의 청색 LED광에서
39.82 g으로 타처리구에 비해 우수하였다(Table 1). 이는
느티만가닥버섯 생육시 청색 LED광 조사시 갓이 커지며,
갓색이 짙어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Keng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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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log-burying cultivation technique for Grifola frondosa using oak logs and surveyed its annual yiel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G. frondosa log cultivation, the harvesting period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delayed by
approximately 10-15 days compared to that of the Dabak cultivar, and the fruit color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dark brown,
2
2
while that of the ‘Dabak’ cultivar was grayish brown. Yield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16.0 kg/m in the first year, 15.4 kg/m
2
2
2
in the second year, 9.5 kg/m in the third year, 4.6 kg/m in the fourth year, and 4.6 kg/m in the fifth year, while yield of the
2
2
2
2
‘Dabak’ cultivar was 12.3 kg/m in the first year, 11.5 kg/m in the second year, 12.7 kg/m in the third year, 6.2 kg/m in the
2
2
fourth year, and 8.2 kg/m in the fifth year. Total yield of the ‘Yipsae1ho’ cultivar (50.0 kg/m )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Dabak’ cultivar (50.8 kg/m2). The optimum period for log-burying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is estimated to be 3 years.
KEYWORDS: Annual yield characteristics, Grifola frondosa, Log cultivation

서 론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Shen
and Royse, 2002). 자실체는 한 개의 줄기에서 몇 개의 가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민주름목, 구멍장이버섯
지를 이루고 그 선단에 수십개의 갓이 부착되어 전체가
www.earticle.net
과, 잎새버섯속에 속하는 백색목재부후균으로 물참나무,
솔방울과 같은 다발을 형성하는데 버섯발생이 까다롭고
밤나무, 너도밤나무 등 활엽수의 고사목 그루터기에 늦여
자실체의 줄기와 갓이 발달하면서 점차 빛과 산소를 매우
많이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름부터 가을에 걸쳐 자연발생하는 버섯으로서 우리나라를
잎새버섯은 맛과 향이 좋으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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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00톤 이상 생산되고 있으며(Shen
and Royse, 2001), 현재 일본에서도 팽이, 표고, 만가닥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가 높은 버섯으로서 국내에서는 효
과적인 재배기술 개발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톱밥을
이용한 봉지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적정 광조건 구명(Chi
et al, 2008), 배지조성 연구(Kim et al, 2008) 및 이산화
탄소 농도 구명(Chi et al, 2009) 등이 수행되었으며 원목
재배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
에서는 참나무 단목을 이용한 원목재배 기술로서 비닐하
우스 토양 중에 매립한 후 연차별 수량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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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Fig. 1. Whole processes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시험품종
본 시험에 사용된 잎새버섯 품종은 2006년도 농촌진흥
청에서 분양받은 ‘잎새1호’와 2012년도 경기도농업기술
원 버섯연구소에서 분양받은 ‘다박’을 이용하였다.
원목준비 및 종균접종
원목준비 : 시험에 이용한 원목은 상수리나무로서 직경
이 10~15 cm 정도인 것을 길이 20 cm로 절단하여 이용하
였고, 이것을 용기에 넣어 24시간 물에 침지한 후 내열성
o
PP봉지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121 C에서 180분 동안
살균하였으며, 2일 경과 후 충분히 냉각된 다음 종균을
접종하였다.
종균접종 : 톱밥종균(V/V, 참나무톱밥 85%, 미강 15%)
을 이용하여 원목당 50 g 정도 접종하였다.
균사배양
o
온도 22±1 C, 상대습도 65%, 암조건에서 환기를 충분
히 하면서 90일 이상 배양하였다.

Fig. 2. Photographs of cultivation process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Oak log; ⓑ Incubated log; ⓒ
Placement of incubated log on the soil; ⓓ Log burying in
soil; ⓔ Covering the dead leaves on the soil; ⓕ Fruit body
occuring).

종, 배양, 토양매립, 생육관리, 그리고 수확의 과정을 거
친다(Fig. 1, 2). 배양된 원목을 2012년 8월에 매립했을
때 당해 년에 자실체의 발생이 없고 이듬해부터 발생하
www.earticle.net
였고, 2013년 4월에 매립한 곳에서는 당해 년부터 자실
매립작업
체가 발생하였다(Table 1). 잎새버섯의 자실체는 평균기
o
배양된 원목의 매립은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2회
온이 20 C정도로 떨어지는 9월 중순경부터 발생하였다
실시하였고, 90%로 차광된 비닐하우스내 토양에서 가능
(Fig. 3). 수확 첫해의 수확일은 ‘다박’ 품종이 9월 13일에
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양된 원목을 나란히 배열한
서 9월 23일 사이로서 ‘잎새1호’ 품종에 비해 10~15일 정
후 토양을 3-5 cm 두께로 덮었으며, 그 위에 잡초 발생억
도 빠르고 색택은 ‘잎새1호’가 더 진한 갈색이었다(Table
제와 보습을 위해 다시 활엽수 낙엽을 2-3 cm 정도 덮어
1, Fig. 4). 수량에서는 ‘다박’ 품종이 평방미터당 2012년
주었다.
매립 시 11 kg, 2013년 매립 시 13.6 kg이었으며, ‘잎새1
호’는 2012년 매립 시 15.3 kg, 2013년 매립 시 16.6 kg으
재배관리 및 수확
로서 ‘잎새1호’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1). ‘잎새1호’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수하였으며 자실체의
품종이 ‘다박’ 품종에 비하여 색택이 진하고 수량이 높았
색이 황갈색으로 되고 자실체의 크기가 최대의 크기를 유
던 것은 ‘다박’ 품종이 비교적 고온기인 9월 상~중순경에
지할 때 수확하였다.
자실체 형성이 급속하게 되었으며 ‘잎새1호’는 10일~15
일 정도 늦은 다소 저온기인 9월 하순~10월 상순경에 자
실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 및 고찰
연차별 수량특성을 살펴보면 ‘잎새1호’의 경우 첫해에
2
2
2
잎새버섯 원목재배는 원목의 준비, 침수, 살균, 종균접
16.0 kg/m , 2년차에 15.4 kg/m , 3년차에 9.5 kg/m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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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fruit body at the first year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Cultivars

Size of fruit body(mm)

Date of
burying in soil

Date of
harvest

Long dia.

Short dia.

‘12. 8. 30

9.23-10.10

183.4

140.0

Yipsae1ho
Dabak

Color of fruit body

Height

Yields
(kg/m2)

L

a

b

88.7

15.3

34.8

5.6

8.1

‘13. 4. 8

10.6-10

182.7

137.6

77.7

16.6

31.8

5.0

6.7

‘12. 8. 30

9.13-16

169.9

127.0

120.0

11.0

43.8

7.0

13.6

‘13. 4. 8

9.17-23

143.4

106.1

92.8

13.6

38.3

6.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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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wn inoculation date : 2012. 6. 15

50.8 kg/m2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잎새1호’와 마찬가지로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잎
2
새1호’와 ‘다박’ 모두 총 수량에 있어 m 당 50 kg 정도로
비슷하였다. 두 품종 모두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히 감
소하기 때문에 잎새버섯 원목재배는 3년까지만 수확을 하
고 이후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적 요
Fig. 3. The changing patterns of soil temperature and water
content during the first year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Fig. 4. Fruit body of the log cultivation
frondosa(left : Yipsae1ho, right : Dabak).

of

잎새버섯 원목재배 연차별 수량특성 조사결과 ‘잎새1호’
2
2
의 경우 첫해에 16.0 kg/m , 2년차에 15.4 kg/m , 3년차에
2
2
2
9.5 kg/m , 4년차에 4.6 kg/m , 그리고 5년차에는 4.6 kg/m 로
2
5년간 총 50.0 kg/m 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3년차 이후 수
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박’ 품종에서는
2
2
2
첫해에 12.3 kg/m , 2년차에 11.5 kg/m , 3년차에 12.7 kg/m ,
2
2
4년차에 6.2 kg/m , 그리고 5년차에는 8.2 kg/m 로 5년간
2
총 50.8 kg/m 의 수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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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4.6 kg/m , 그리고 5년차에는 4.6 kg/m 로 5년간 총
2
50.0 kg/m 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
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박’ 품종에서는 첫해에
2
2
2
12.3 kg/m , 2년차에 11.5 kg/m , 3년차에 12.7 kg/m , 4년
2
2
차에 6.2 kg/m , 그리고 5년차에는 8.2 kg/m 로 5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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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nual yield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Variety

Yipsae1ho

Dabak

2

Yield(kg/m )

Date of burying
in soil

2017

2016

2015

2014

2013

Total

'12. 8. 30

4.2

4.7

9.2

15.2

15.3

48.6

'13. 4. 8

5.0

4.4

9.8

15.5

16.6

51.3

Mean

4.6

4.6

9.5

15.4

16.0

50.0

'12. 8. 30

9.8

4.9

11.1

11.9

11.0

48.7

'13. 4. 8

6.6

7.4

14.2

11.0

13.6

52.8

Mean

8.2

6.2

12.7

11.5

12.3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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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 of inter simple sequence repeat markers in
Hypsizygus marmo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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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TRACT: Hypsizygus marmoreus is a mushroom with abundant flavor and medicinal properties.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by problems such as long cultivation period, low biological efficiency, and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therefore, there
is a substantial need for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of this species. In this study, 55 strains of H. marmoreus were subjected to
inter simple sequence repeat (ISSR) analysis to identify markers for the selection of mother strains for breeding from the collected
germplasm. ISSR 13 and 15 were confirmed as polymorphic markers. The three strains (KMCC03106, KMCC03107, and
KMCC03108) with white cap color were found to be genetically closely related upon UPGMA analysis of both ISSR 13 and 15.
Based on the PCR analysis results for ISSR 15, the collected germplasm were differentiat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train collection year. Thus, ISSR 15 could be a marker for determining the phylogeny of cap color and genetic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train collection year. These results suggest that ISSR markers can be effective tools for the selection of mother
strains for breeding of H. marmoreus.
KEYWORDS: Genetic polymorphism, Hypsizygus marmoreus, ISSR marker, UPGMA

느티만가닥버섯(Hypsizigus marmoreus (Peck.) Blgelow)
그리고 북미에서 고사목 주변에서 가을에 자실체가 발생
www.earticle.net
은 서양에서는 “Beech mushroom”으로, 일본에서는 부나
한다 (Qiu et al., 2013). 기능성 물질도 풍부한 버섯으로,
시메지 (Bunashimeji)로 불리는 식용버섯이다. 담자균류,
Hypsin이라는 천연 β-(1-3)-D-glucan이라는 리보솜 불활
주름버섯목,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주로 유럽, 아시아
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항진균 활성과 항종양 활
성을 가진다(Wang et al., 2009; Lam and Ng, 2001). 느
티만가닥버섯의 재배에서 문제점은 재배기간이 120-150
J. Mushrooms 2017 December, 15(4):273-278
일 정도로 소요되며, 자실체 수확량이 낮고, 균 배양이 늦
http://dx.doi.org/10.14480/JM.2017.15.4.273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어 쉽게 오염이 되는 점으로 이는 버섯산업발달에 저해를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가져오고
있다(Hu and Chu, 2008). 따라서 이러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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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할 새로운 품종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종의
Tel : +82-43-871-5712, Fax : +82-43-871-5702
모본으로 활용되는 유전자원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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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에 각 자원을 재배하여 형태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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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섯은 재배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유전자원의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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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H. marmoreus strains used in this study
NO

Strains

Cap color

Collections year

Origin

1

KMCC03020

Cap color Collections year
Brown

1978

Origin
-

NO

29 KMCC03064

Strains

Brown

1997

Japan

2

KMCC03022

Brown

1980

Korea

30 KMCC03065

Brown

1997

Japan

3

KMCC03024

Brown

1978

Japan

31 KMCC03067

Brown

2000

Sinano 2ho, Japan

4

KMCC03026

Brown

1980

Korea

32 KMCC03068

Brown

1998

Japan

5

KMCC03027

Brown

1988

Japan

33 KMCC03072

Brown

2001

6

KMCC03028

Brown

1983

Japan

34 KMCC03073

White

2005

Korea

7

KMCC03030

Brown

1984

Japan

35 KMCC03074

Brown

2005

China

8

KMCC03031

Brown

1986

Japan

36 KMCC03079

Light gray

2006

Japan

9

KMCC03032

Brown

1981

Japan

37 KMCC03080

Brown

2006

Japan

10 KMCC03033

Brown

1988

Japan

38 KMCC03081

Brown

2008

Japan

11 KMCC03034

Brown

1989

Japan

39 KMCC03082

White

2008

Japan

12 KMCC03035

Brown

1990

Japan

40 KMCC03083

Brown

2008

Japan

13 KMCC03036

Brown

1990

Japan

41 KMCC03086

White

2009

Netherlands

14 KMCC03037

Brown

1990

Japan

42 KMCC03087

Brown

2009

Haemi, Korea

15 KMCC03038

Brown

1990

Japan

43 KMCC03088

White

2008

Baegilsongi, Korea

16 KMCC03039

Brown

1990

Japan

44 KMCC03089

Brown

2008

Baegilsongi, Korea

17 KMCC03040

Brown

1991

Korea

45 KMCC03099

Brown

2009

Korea

18 KMCC03043

Brown

1991

Mangadak
2ho, Japan

46 KMCC03102

Brown

2009

Korea

19 KMCC03046

Brown

1992

Japan

47 KMCC03103

Brown

2009

Korea

20

KMCC0307

Brown

1992

Japan

48 KMCC03104

Brown

2009

Baegilsongi, Korea

21 KMCC03048

Brown

1994

Japan

49 KMCC03105

Brown

2009

Japan

22 KMCC03049

Brown

1994

Japan

50 KMCC03106

White

2007

Japan

23 KMCC03050

Brown

1994

Japan

51 KMCC03107

White

2007

Japan

24 KMCC03052

Brown

1994

America

52 KMCC03108

White

2012

Vietnam

25 KMCC03055

Brown

1995

Japan

53 KMCC03109

Dark brown

2015

Wild, Korea

26 KMCC03059

Brown

1995

Japan

54 KMCC03111

Brown

2015

Mansongi, Korea

2016

Haejo, Korea

27 KMCC03060

Brown

1995

Korea

28 KMCC03062

Brown

1996

Taiwa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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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커로 나눌 수 있으며, 종간구분 마커로 SSU
rDNA(Gonzalez and Labarere, 2000), ITS1, ITS2 마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균 분류에 사용되었다(Alam et
al., 2009a, 2009b; Park et al., 2004). 종내구분마커로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Castle

파편을 증폭하는 PCR기반 방법이다. ISSR마커 분석은 사
전에 DNA 염기서열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렴하고,
간단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유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Bohn et al., 1999; Camacho and Liston, 2001;
Patzak, 2001; Behera et al., 2008; Sabou et al., 2010).

et al., 1987; Xu et al., 1997)와 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Zhang and Molina, 1995)가
있다. 그러나 RFLP 마커는 많은 DNA를 필요로 하고, 제
한효소로 자를 수 있는 DNA 부분만을 활용할 수 있고,
RAPD 마커는 재현성이 낮아 제한된 정보를 얻을 수 있
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마커가 필요하다(Lin et al.,
2009). Zietklewicz et al.(1994)에 의해 개발된 ISSR마커
는 반대 방향에서 유래된 두 개의 동일한 micro-satellite
반복 부분 사이를 증폭할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DNA

따라서 이 마커는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종과
품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육종 모본
으로 활용될 수집자원의 종내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고
자 ISSR 마커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1978년 국내외에서 수집된 농촌진흥청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존 중인 느티만가닥 55균
주를 사용하였다(Table 1). 균주 배양에 사용된 배지는
PDA(Potato Dextrose Agar, BD)로 DNA추출을 위해 멸
균한 셀로판 필름을 깔고 직경 5 mm 균사 절편을 접종하

Inter Simple Sequence Repeat(ISSR) 마커를 활용한 느티만가닥버섯(Hypsizigus marmoreus) 종내 다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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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ISSR primers used for genetic diversity of H. marmoreus germplasm
NO

Primer

Sequence

Tem(?)

1

ISSR4

CAC CAC CAC CAC SC

52.2

2

ISSR12

AGA GAG AGA GAG AGA GT

50.4

3

ISSR113

GAG AGA GAG AGA GAG AC

52.8

4

ISSR15

CAC ACA CAC ACA CAC AG

52.8

Reference

Shujing et al.(2014)

Fig. 1. Polymorphism of PCR product with ISSR 13 in H. marmoreus (Sample 1-55: It is the same as the strain number in
Table 1; Arrow indicates polymorphic bands).

www.earticle.net

Fig. 2. Polymorphism of PCR product with ISSR 13 in H. marmoreus (sample 1-55: It is the same as the strain number in
Table 1; Arrow indicates polymorphic bands).

여 24oC에서 14일간 배양하였다. 균사배양이 완료된 후
균사체를 수집하여 동결건조한 균사체를 Tissue Lyser
ll(Qiagen)로 30 rpm/s, 10 min 설정하여 분쇄하였다.
25 mg의 균사체를 Toyobo kit (Toyobo Mag Extracter,
MTNPK-501)를 이용하여, 제공된 매뉴얼에 따라 DNA를
o
추출하였다. 추출 후 -20 C에 냉동 보관된 DNA는 Table
2와 같이 4개의 ISSR 마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Sun S
et al., 2014). 이 중 ISSR 13과 15 마커를 이용했을 때 느

티만가닥 종내의 유전적 다형성이 보였으며 특히 ISSR
15마커가 더 많은 다형성을 보였다 (Fig. 1, 2). 이를 토대
로 검출된 PCR 밴드의 다형성을 유무로 하여 database
한 후 유사도(similarity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위의
유사도의 값을 근거로 UPGMA법을 이용하여 MEGA6프
로그램으로 dendrogram을 작성하였다. ISSR 13과 15마
커로 분석된 밴드의 다형성으로 계통도를 분석하였을 때,
일본에서 수집된 균주들이 전반적으로 분포하여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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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ndrogram of genetic distances for 55 strains of H. marmoreus, based on the UPGMA method (Group A: strinas
collected from 1978 to 1995, Group B: strains collected in 2000s, Group C: strains collected in 1990s, Group D: white cap color
strains collected in 2000s, Group E: strains collected in 2000s, Group F: strains collected in 1990s, Group G: collected in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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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drogram of genetic distances for 55 strains of H. marmoreus, based on the UPGMA method (Group A: strinas
collected from 1978 to 1990, Group B: strains collected from 1990s to 2000s, Group C: strains collected from 1998 to 2010s,
dotted line: strains with white cap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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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Simple Sequence Repeat(ISSR) 마커를 활용한 느티만가닥버섯(Hypsizigus marmoreus) 종내 다형성 분석

는 유연관계가 없었고, 상업품종들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갓색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일부 백색을 가지고 있는
KMC03106, KMC03107, KMC03108 3 균주가 두 마커
모두에서 가까운 유연관계를 보였다. 균주를 수집한 년도
로 살펴보면 ISSR 13은 전체적으로보다 부분적인 작은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Fig. 3), ISSR 15의 그룹 A
는 수집을 시작했던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수집된 예전
균주로 확인되었고, 그룹 B는 1991년부터 2010년전까지
수집된 균주가 포함되었고, 그룹 C는 1998년부터 2015년
근래에 수집된 균주들이 포함되었다(Fig. 4). 수집국가가
다르고, 품종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았음에도 균주의 수
집 년도에 따라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은 느티만가닥버섯
균주의 야생자원 수집 시기나 품종의 개발된 시기가 경과
됨에 따라 유전변이를 보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최근에 육성된 국내 품종들은 그룹 C에 대부분 속해있
었고, 유통되고 있는 ‘만송이’라는 갈색의 갓을 가진 품종
은 덕유산에서 채집된 야생 균주 KMCC03109(Lim et
al., 2010)로부터 유래된 품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토대로 ISSR마커의 다형석 분석으로 느티
만가닥버섯의 몇몇 균주에서는 갓색의 유연관계확인과 시
기에 따른 유전변이 구분이 가능하며, 자원의 유전적 다
양성 확인할 수 있어, 느티만가닥버섯의 품종육성에 효율
적인 모본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기에
따른 유전변이를 통해 육종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균주
중에서 모본을 선발하여 품종을 육성하면, 국내 재배농가
에 맞는 품종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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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사용 원고의 경우는 인명, 지명, 잡지명 등

자들이 실험을 되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한자

기술한다.

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영문으로 작성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결과 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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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인용 전에 국문으로 요약문을 포함하는

고찰은 서론에서 인용한 내용과 관련하여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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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설명하고 결론을 짓는다.

(4) 균주명은 이탤릭체로, 잡지의 권수 등은 고딕체로
인쇄한다.

국문요약(Abstract): 국문요약은 전체 논문 분량의
5% 이내로 한다.

(5) 보문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면 6쪽(한글 43자

감사의 글(Acknowledgment): 감사의 말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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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적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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