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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ocybe cylindracea was cultured in a bag, in which sawdust culture medium (1 kg) is put in a plastic bag (PE), with
poplar sawdust, rice bran, wheat bran, and dried bean curd refuse in the ratio of 70:10:10:10 (v/v). 2% of the culture medium
o
was inoculated with the liquid starter of Agrocybe cylindracea, and this was incubated at 25 C. After incubation, the A.
cylindracea was further cultured by cutting the top vinyl portion of the bag down to the level of the culture medium surface of
o
the first inoculation part. The cut culture medium was placed in a growth room at 25 C, and pin-heading was induced under
light irradiation at 99% humidity and 1,000 ppm CO2 level for 3days. When the grow the environment was controlled at 95%
o
humidity and 21 C, the bending of the stem was less as compared to that when the cap of the bag had been removed. The
number of effective fruiting bodies per bag increased by 140% (28.8), the quantity per bag increased by 29.5%, and 148.5 g A.
cylindracea could be potentially harvested.
KEYWORDS: Agrocybe cylindracea, Bag culture, Fruit-body

서 론

섯이다. 한국, 일본,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경기도 광릉에서 채집하여
버들송이버섯은 주름버섯목(Agricales), 소똥버섯과
처음으로 분류동정 되었다(Lee, 1988).
(Bolbitiaceae), 볏짚버섯속(Agrocybe)에 속하며, 활엽수의
이 버섯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버섯 발생 시 자실체의
갓 색깔은 어릴 때 암갈색이나 성숙하면서 기후조건에 따
고사목이나 그루터기에 다발지어 발생하는 사물기생균으
www.earticle.net
라 갓의 색이 다소 변하고, 건조 시에는 연노랑 또는 흰색
로 봄부터 가을까지 자생하는 버섯이다. 버들송이버섯은
으로 변하며 우기 때는 습도가 높아서 갓의 색택이 담황
다른 버섯에 비하여 섬유질이 많아 씹으면 식감이 좋고
색~연갈색을 띈다. 자실체의 갓 직경은 3~10 cm이고, 대
단맛이 있으며, 독특한 향이 있는 연중생산이 가능한 버
길이는 5~15 cm이며, 대직경은 0.6~1.5 cm이다. 자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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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은 성숙 후 주름이 생기며 갓의 끝부분이 간혹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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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도 한다. 주름살은 처음에 흰색이나 자실체가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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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포자가 비산할 때는 담황색이나 다갈색으로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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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재배의 가능성을 검토한바 있고, Cailleux(1956)와
Cailleux and Doip(1974)는 CO2와 온도 및 광도가 버들
송이버섯의 자실체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였
다. Takacs(1974)는 액체배양 시 질소원 종류가 자실체의
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Zadrazil 등
(1978, 1980)은 밀짚을 이용한 버들송이버섯 재배 시 질
소원 종류와 자실체 수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질소
원을 첨가함으로써 자실체 수량이 증가되었으나, 고농도
의 암모니아 및 요소 첨가 시에는 균사 생장이 저조하다
고 보고하였으며, Takama 등(1978)은 밤나무톱밥 재배에
서 생육한 자실체의 방향족성분을 분석한 결과, esters,
alcolols, carbonyles 그리고 산 등이 많이 함유 되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버들송이버섯에 관한 연구는
원목 및 밀짚배지를 이용한 인공재배법이 부분적으로 연
구되어 왔다.
봉지재배에 대한 연구는 느타리버섯에서 시작되었는데,
최초 느타리버섯은 원목재배로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
나, 원목 구입에 문제가 있고 많은 구입비용과 노동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근래에는 병이나 봉지를 이용한 톱밥재
배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수반되어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톱밥재배는 Block 등(1958)에 의해 개
발되어 현재 팽나무버섯을 비롯한 느타리버섯, 큰느타리
버섯(새송이) 등 주요버섯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
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버들송이버섯은 균배양기간이
길고 종균 저장력도 약하며, 배양 중에 잡균 오염률이 높
아 농가에 널리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봉지재배용 버들송이버섯의 수량 증대 및 고품질 버섯 생
산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체한 미송톱밥:면실박:억새펠릿(50:30:20), 미송톱밥:콘코브
:밀기울:억새펠릿(20:30:25:25) 배지를 사용하여 비교 시험
하였다. 배지조성별 균사 생장량 조사를 위해 20 cm 높이
의 시험관에 각 처리별로 80 ml를 14 cm 높이까지 다져 넣
고 멸균 후 무균실에서 ‘JBAC15-1’ 계통과 ‘참’품종의 액
체종균을 시험관 당 1 ml씩 접종하였다. 접종된 시험관은
o
항온배양기에서 32일간 25 C 조건으로 암 배양하고 균사
생장 길이를 조사하였다. 배지조성별 자실체 중량을 조사하
기 위해 멸균 가능한 비닐봉지에 각 처리별로 1 kg씩 배지
o
를 입봉하고 121 C에서 90분간 멸균 후 냉각실로 옮겨 배
o
지 내부가 25 C로 되면 무균실에서 ‘JBAC15-1’과 ‘참’을
o
봉지 당 20 ml씩 접종하였다. 접종된 배지는 25 C, 습도
55% 조건에서 암 배양하고 배양이 완료되면 생육실로 옮겨
o
21 C, 습도 99%, CO2 1,000 ppm, 1,000 lx 조건에서 3일간
발이 유도 후 습도를 95%로 낮추어 재배하였다. 자실체의
수확 시기는 봉지 내에서 첫 갓이 피기 직전으로 하였으며,
수확한 자실체는 개체중, 유효경수, 중량을 조사하였다. 수
량은 봉지 당 자실체 중량으로 하였다.
최적 생육온도 구명
버들송이버섯 봉지재배의 생육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포
플러톱밥:밀기울:미강을 75:15:10 (v/v) 비율로 제조하고 배
지원 선발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1 kg 배지에 ‘JBAC151’과 ‘참’을 접종 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o
o
o
18 C, 21 C, 25 C로 설정되어 있는 3개의 생육실로 옮기
고, 각 방을 습도 99%, CO2 1,000 ppm에서 1,000 lx 조
건으로 3일간 발이 유도 후 습도를 95%로 낮추어 재배하
였다. 자실체의 수확시기는 봉지 내에서 첫 갓이 피기 직
전으로 하였으며, 수확한 자실체는 갓 너비, 갓 두께, 대
길이, 대 직경, 유효경수, 중량을 조사하였다. 수량은 봉지
당 자실체 중량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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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균주
본 시험에 사용된 버들송이버섯(Agrocybe cylindracea)
봉지재배 적정 입상방법
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선발계통 ‘JBAC15버들송이버섯 봉지재배의 최적 입상방법 구명을 위해
생육온도 조건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접종 및 배양한
1’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에서 보존하
후 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3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종균
고 있는 ‘참’품종을 분양받아 시험 재료로 이용하였다. 원
투입구 방향의 비닐을 배지 높이 위치에서 수평으로 자르
균은 미리 준비된 PDA (potato dextrose agar)의 평판배
o
o
고 수직 입상하였으며, 2그룹은 비닐봉지의 마개만을 제
지에 접종하여 27 C에서 7일간 배양한 후 4 C 조건에서
보관하고 3개월마다 계대배양하면서 시험에 이용하였다.
거하여 수직 입상하였고, 3그룹은 느타리 봉지재배 방식
재배시험을 위한 액체종균 제조를 위해 5 l 광구병에 3 l
인 봉지의 옆면을 일자로 절개하여 수평 입상하였다. 발
이 및 생육 조건, 수확시기 및 조사항목은 생육온도 구명
의 당화배지를 넣고 멸균 및 냉각 후 마쇄된 시험균주를
o
시험과 동일하게 하였다.
60 ml씩 접종하여 27 C에서 14일간 통기 배양하였다.
생육 배지원 선발
버들송이버섯의 봉지재배에 적합한 혼합배지(v/v, %)를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병재배
용으로 개발한 포플러톱밥:미강:밀기울:건비지(70:10:10:10),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용 배지의 면실피를 억새펠릿으로 대

결과 및 고찰
생육 배지원 선발
버들송이버섯의 봉지재배에 적합한 배지(v/v, %)를 선
발하기 위하여 포플러톱밥:미강:밀기울:건비지(70:10:10:10),

버들송이버섯 봉지재배 안정생산 기술

Table 1.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A. cylindracea in
different culture media (v/v, %)
Strain

JBAC15-1

Cham
(Control)

Mycelial
growth
(mm)

Mycelial
density*

Density of
cotton lift

Treat. 1z

65.7±0.50

+++

strength

y

73.8±0.85

+++

weak

Treat. 3

x

66.1±1.15

+++

strength

Treat. 1

60.7±1.27

+++

strength

Treat. 2

68.2±1.53

+++

weak

Treat. 3

66.6±1.47

+++

strength

Media

Tre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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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oplar sawdust : wheat bran : rice bran : soybean dry = 70 : 10 :
10 : 10 → Earlier developed of media.
y
Douglas fir sawdust : cotton-seed : flame grass pellet = 50 : 30 : 20.
x
Douglas fir sawdust : corn bran : wheat bran : flame grass pellet =
20 : 30 : 25 : 25.
*+++ : quite compact, ++ : middle, + : thin.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용 배지의 면실피를 억새펠릿으로 대
체한 미송톱밥:면실박:억새펠릿(50:30:20), 미송톱밥:콘코
브:밀기울:억새펠릿(20:30:25:25) 조합의 배지를 이용한
시험관 내에서의 ‘JBAC15-1’과 ‘참’의 균사 생장을 조사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처리 2에서는 ‘JBAC15-1’이

3

73.8 mm, ‘참’이 68.2 cm로 가장 빠른 생장을 나타냈으나
공중 균사 발생량이 적어 자실체 형성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 3에서는 ‘JBAC15-1’이 66.1 mm, ‘참’이
66.6 mm로 처리 1에 비해 각각 0.4 mm, 5.9 mm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Fig. 1). 또한, 배지조성별 자실체 수량을
조사한 결과, 처리 2에서는 ‘JBAC15-1’과 ‘참’ 모두 자실
체 형성이 되지 않았다. 처리 1에서는 ‘JBAC15-1’의 봉
지 당 수량이 105.9 g, 대조품종인 ‘참’의 봉지 당 수량은
134.0 g으로 처리 3에 비해 ‘JBAC15-1’과 ‘참’의 봉지 당
수량은 각각 16.9 g, 29.7 g 증수되었다(Fig. 2, Table 2).
따라서 적정 수량 확보를 위한 봉지재배용 최적 배지는
포플러톱밥:미강:밀기울:건비지(70:10:10:10) 배지로 판단
된다.
최적 생육온도 구명
버들송이버섯의 봉지재배 시 생육온도별 자실체 특성은
Table 3과 같이 자실체 성숙정도가 동일한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갓 너비, 갓 두께, 대 직경은 커지고 대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유효경수와 총중량
은 증가하고 갓과 대의 비율은 낮아졌다. 갓과 대의 색은
온도가 낮을수록 진해졌고 선발계통 ‘JBAC15-1’이 대조
품종인 ‘참’에 비해 갓과 대의 색이 더 진한 색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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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s of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A. cylindracea cultivar ‘Cham’ (A, B, and C) and ‘JBAC15-1’ (D, E, and F) in
different culture media (CM). CM of A and D : poplar sawdust : wheat bran : rice bran : soybean dry = 70 : 10 : 10 : 10 (v/v,
%). CM of B and E : douglas fir sawdust : cotton-seed : flame grass pellet = 50 : 30 : 20 (v/v, %). CM of C and F : douglas fir
sawdust : corn bran : wheat bran : flame grass pellet = 20 : 30 : 25 : 25 (v/v, %).

Fig. 2. Photos of fruit body of A. cylindracea cultivar ‘Cham’ (A and B) and ‘JBAC15-1’ (C) at the different culture media
(CM). CM of A : poplar sawdust : wheat bran : rice bran : soybean dry = 70 : 10 : 10 : 10 → earlier developed of media. CM
of B and C : douglas fir sawdust : corn bran : wheat bran : flame grass pellet = 20 : 30 :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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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f A. cylindracea in
different culture media
Strain

Individual
Individual
Various kinds
weight per number per
of supplement
fruit body (g) fruit body
Treat. 1z

JBAC15-1

Cham
(Control)

4.0

Yield
(g)

26.5

105.9

y

-

-

-

Treat. 3

x

3.0

29.7

89.0

Treat. 1

5.5

24.4

134.0

Treat. 2

-

-

-

Treat. 3

4.2

28.9

121.2

Tre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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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Poplar sawdust : wheat bran : rice bran : soybean dry = 70 : 10 :
10 : 10 → Earlier developed of media.
y
Douglas fir sawdust : cotton-seed : flame grass pellet = 50 : 30 : 20.
x
Douglas fir sawdust : corn bran : wheat bran : flame grass pellet =
20 : 30 : 25 : 25.

o

다(Fig. 3). 봉지 당 유효경수는 25 C에서 ‘JBAC15-1’이
33.3개, ‘참’이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효중량은 25oC에
서 ‘JBAC15-1’ 149.8 g, ‘참’이 149.3 g을 나타냈다. 생
육온도별 버들송이버섯의 재배적 특성은 Table 4와 같이
배양일수는 모든 처리구에서 동일하였고, 온도가 낮을수
록 초발이소요일수는 짧아지고 발이율은 높게 나타나는
o
경향이었다. 초발이소요일수는 18 C에서 ‘JBAC15-1’이
3.9일, 참은 4일로 가장 빨랐으며, 발이율은 ‘JBAC15-1’
o
이 98.6%, ‘참’은 97.1%를 나타냈다. 그러나 25 C 처리의
경우 자실체 생장속도가 빠르고 균일한 수확이 어려움에
따라, 발이유도 후 입봉수의 20% 정도가 발이 되기 시작
o
하면 생육온도를 21 C로 낮추고 발이가 모두 완료되거나
o
수확이 시작되면, 생육온도를 18~21 C로 조절하여 재배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f A. cylindracea after culture at different temperatures
Strain

JBAC15-1

Cham
(Control)

Tempe
rature

Color of
pileus

Wide of
pileus
(mm)

Thin of
pileus
(mm)

Length of
stem
(mm)

Diameter
of stem
(mm)

Individual
number per
fruit body

Yield
(g)

Pileus/stem
×100
(%)

18oC

Dark brown

43.0±2.34

6.2±0.22

73.7±3.24

10.6±0.46

6.2±0.17

101.0±0.99

59.4±1.82

o

21 C

Brown

34.5±1.32

5.6±0.17

77.6±1.82

8.2±0.28

14.8±2.36

125.4±2.06

46.3±1.95

o

25 C

Light brown

32.2±0.70

5.7±0.09

83.6±1.36

6.4±0.13

33.3±2.17

149.8±1.69

38.3±0.43

o

18 C

Dark brown

40.4±1.29

6.1±0.23

70.1±1.75

10.5±0.35

7.3±0.42

99.8±0.85

57.8±1.28

21 C

o

Brown

33.5±1.43

5.4±0.16

70.4±1.51

7.3±0.27

17.8±2.17

125.3±1.39

47.1±1.45

o

Light brown

32.6±0.78

4.8±0.12

85.1±1.78

5.8±0.16

32.0±6.08

149.3±1.23

38.6±0.66

25 C

Table 4. Characteristics of cultivation of A. cylindracea after culture at different temperatures
Strain

JBAC15-1

Cham
(Control)

Tempe
rature

Incubation
period
(days)

18oC

56

o

21 C

56

4.4±0.10

25 C

o

56

4.3±0.15

o

18 C

56

o

21 C
o

25 C

Primoridia
formation period
(days)

Growing
period
(days)

Cultivation
period
(days)

Pinheading
rate
(%)

64.2±0.19

98.6

3.9±0.05

64.3±0.13

98.6

2.4±0.09

62.7±0.22

95.7

4.0±0.11

4.3±0.10

64.3±0.19

97.1

56

4.4±0.09

3.9±0.05

64.3±0.11

97.1

56

4.3±0.12

2.4±0.09

62.8±0.20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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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1
4.3±0.10

Fig. 3. Photos of growing fruit body of A. cylindracea cultivar ‘Cham’ at different culture temperature. A : 18 C. B : 21 C. C :
o
25 C.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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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f A. cylindracea after physical induction
Strain

JBAC15-1

Cham
(Control)

Physical
induction
method

Wide of pileus Thin of pileus Length of tem
(mm)
(mm)
(mm)

Diameter
of stem
(mm)

Individual
number per
fruit body

Yield
(g)

Pileus/Stem
×100
(%)

Treat. 1z

29.9±0.79

3.8±0.10

72.6±1.26

7.2±0.19

29.3±0.85

150.0±2.27

41.3±0.76

y

35.0±1.65

8.8±0.52

119.9±3.87

9.0±0.33

12.3±0.48

115.3±1.46

29.1±1.10

Treat. 2

x

Treat. 3

29.2±0.80

3.7±0.12

73.2±1.50

6.6±0.17

30.0±0.11

152.1±2.19

39.9±0.81

Treat. 1

29.8±0.78

3.8±0.10

72.5±1.28

7.1±0.19

28.8±0.63

148.5±1.69

41.0±0.76

Treat. 2

34.4±1.59

8.5±0.49

118.1±3.75

8.9±0.33

12.0±0.41

114.7±0.80

29.1±1.07

Treat. 3

29.7±0.77

3.8±0.10

72.3±1.26

7.1±0.18

29.3±0.25

151.7±1.98

40.9±0.75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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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ty + removal of top surface on medium.
y
Verticality + removal of cover.
x
Horizontality + cut of side on medium.

Table 6. Characteristics of cultivation and yield of A. cylindracea after physical induction
Strain

JBAC15-1

Cham
(Control)

Primoridia
Physical induction Incubation period
formation period
method
(days)
(days)

Growing period Cultivation period
(days)
(days)

Ration of fruit
(%)

Treat. 1z

54

3.6±0.19

4.1±0.14

61.7±0.32

98.6

y

54

4.8±0.21

5.3±0.11

64.1±0.30

95.7

x

Treat. 3

54

13.9±0.20

4.2±0.11

72.1±0.30

78.6

Treat. 1

54

3.8±0.20

4.1±0.12

61.9±0.32

98.6

Treat. 2

54

4.9±0.20

5.5±0.09

64.4±0.29

95.7

Treat. 3

54

14.1±0.17

4.2±0.11

72.3±0.26

72.9

Treat. 2

z

Verticality + removal of top surface on medium.
Verticality + removal of cover.
x
Horizontality + cut of side on medium.
y

www.earticle.net
Fig. 4. Photos of growing fruit body of A. cylindracea cultivar ‘Cham’ (A and C) and ‘JBAC15-1’ (B and D) after physical
induction (PI). PI of A and B : removal of top surface on medium. PI of C and D : removal of cover on medium.

봉지재배 적정 입상방법
버들송이버섯의 봉지재배 시 발이 유도를 위한 배지의
물리적인 유도 특성은 Table 5와 같다. 봉지배지의 종균
을 투입한 입구의 상부 비닐절개 후 수직재배 처리구는
병재배와 유사한 조건인 뚜껑제거 처리에 비해 선발계통
인 ‘JBAC15-1’과 대조품종인 ‘참’ 모두 갓 너비, 갓 두께,
대 길이는 작아졌으나 발이상태가 양호하였고, ‘JBAC151’의 봉지 당 유효경수는 29.3개로 138.2% 증가하였으며,
수량은 150 g으로 30.1% 증가하였다. 상부 비닐절개 처
리 시 뚜껑 제거 처리에 비해 ‘참’의 봉지 당 유효경수는
28.8개로 140% 증가하였으며, 수량은 148.5 g으로 29.5%

증가하였다. 따라서 버들송이버섯을 봉지재배 시에는 배
양완료 배지의 상부를 비닐절개 한 후 수직으로 입상하는
것이 유효경수 및 수량 증가에 유리하였다. 버섯의 발생
형태는 군집 다발형 또는 다발형으로 나타났으며, 재배적
특성은 Table 6과 같이 모든 처리구는 종균투입구 방향
표면에서 발이가 유도됨에 따라 수평 일자절개 처리에서
는 발생된 자실체의 발달이 어려웠다(Fig. 4). 또한 수평
일자절개 처리에서는 초발이소요일수가 ‘JBAC15-1’이
13.9일, ‘참’은 14.1일로 가장 길었다. 배양일수는 모든 처
리구에서 54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초발이소요일수는
상부비닐절개 처리에서 ‘JBAC15-1’이 3.6일, ‘참’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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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가장 짧았으며, 재배일수는 상부비닐절개 처리에서
‘JBAC15-1’이 61.7일, ‘참’이 61.9일로 가장 짧았다. 따라
서, 봉지재배 시 입상방법은 배양 완료배지의 상부를 배
지 높이만큼 절개하여 수직으로 재배하는 것이 양호한 방
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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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버들송이버섯을 봉지재배할 경우 비닐봉지(PE)에 포플
러톱밥:미강:밀기울:건비지를 70:10:10:10 (v/v) 비율로 제
조하여 1 kg씩 입봉하고 종균을 배지의 2%씩 접종 후 배
o
양실 온도를 25 C로 하여 배양하고 배양이 완료되면 최초
접종부위의 배지표면 높이까지 상부 비닐을 절개하여 재
배를 하였다. 절개된 배지를 생육실에 입상하고 습도
99%, CO2 1,000 ppm, 1000 lx 조건에서 3일간 발이 유도
o
후 습도 95%, 온도 생육온도 21 C 조건으로 생육환경을
조절하면 봉지의 뚜껑을 제거한 처리구에 비해 대의 휘어
짐은 적어지고 봉지 당 유효경수는 140% 증가한 28.8개,
봉지 당 수량은 29.5% 증가한 148.5 g을 수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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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기 재배시설에 따른 털목이 ‘건이’의 생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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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haracteristics of Auricularia polytricha ‘Geoni’ in a
high temperature growth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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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Ja Kim*, Da-Mi Kim, Ho-Sub An, Jin Kyung Choi, Oh-Do Kwon
Crop Research Division,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Naju 58213, Korea
ABSTRACT: We assessed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Auricularia polytricha ‘Geoni’ cultivated in a simple greenhouse constructed
of polyethylene (PE) without air conditioning (high temperature) and in an air conditioned mushroomhouse. The successful
cultivation of A. polytricha ‘Geoni’ at high temperatures can reduce energy and facility investment costs. The comparison of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fungi grown under the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revealed that fruit bodies were larger in the
higher temperature condition, but were brighter in the lower temperature condition. Additionally, fruit body physiology was found
to be not affected by temperature. In the PE greenhouse, the fresh weight of fruit body was higher in mid-June and early July.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effectively control the growth period of the mushrooms during a high-temperature period. The
findings indicate the potential to cultivate A. polytricha ‘Geoni’in a simple PE greenhouse that is not cooled in summer, thus
reducing energy costs.
KEYWORDS: Air conditioned mushroomhouse, Auricularia polytricha ‘Geoni’, High temperature period, Simple mushroom
greenhouse

서 론

라고도 부른다(Kim et al., 2007).
10여종의 목이류 가운데 목이(Auricularia auricula)와
목이류는 활엽수의 고사목 또는 반고사목에서 생장하는
털목이(Auricularia polytricha)가 가장 잘 알려진 버섯이
버섯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며(Lowy, 1971), 재배되고 있는 버섯 대부분이 흑목이다.
흑목이는 갓색이 검정색을 띠며 털목이는 갓색이 주로 갈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목재 부후성 버섯이다(Park
and
www.earticle.net
색으로 표면에 작은털이 있어 털목이라고 불리운다. 김
Lee, 1999). 버섯 모양이 귀와 비슷하다고 하여 목이 (木
등은 털목이가 다른 버섯에 비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耳)라고 불리우며 영어로는 ear mushroom 또는 wood
총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고(Kim et al.,
ear mushroom, 젤리 직감을 지녔다하여 Jelly ear fungus
2012) 목이에는 지혈, 진통 등 약리효과(Lee et al., 1995)
J. Mushrooms 2019 March, 17(1):7-11
가 있으며, 지방산 및 스테롤 성분조성에 관한 연구(Kim
http://dx.doi.org/10.14480/JM.2019.17.1.7
et al., 1992), 항비만 효과 등 의 연구보고(Park et al.,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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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temperature on simple-typed PE film mushroom house for growth period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 및 배지제조
본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털목이 ‘건이’(Geoni,
Auricularia polytricha.)로 생육용 배지는 부피비율을 기
준으로 참나무톱밥 40%, 버드나무톱밥 40% 및 미강
20%를 혼합하여 수분함량 65%로 조절하였고, pH조절을
위해 패화석을 소량 첨가하였다. 봉지는 고밀도플라스틱
봉지(High density polyethylene)를 사용하였으며 무게는
o
900 g으로 하였다. 배지 살균은 105 C에서 5시간 실시하
였고, 충분히 냉각시킨 후 무균실에서 톱밥종균을 접종하
o
였다. 종균 접종 후 온도 20 C 공중습도 70% 배양실에서
50일간 암배양하였다.

후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색도는 색차계(JS-555,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환경관리 데이터 수집
공조재배사 환경조건은 설정값으로 사용하였고 간이재
배사는 AM21AZ1센서와 WF21통합수신기(WISE, KOREA)
를 사용하여 5분간격으로 온도, 습도, CO2를 수집하여 자
료화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기간동안 간이하우스 안쪽의 온도, 습도, CO2를 수
o
집하여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온도는 22.7~32.7 C사이에
o
o
분포하였으며 최고온도는 44.3 C 최저온도는 15.4 C였다
시험처리 및 생육관리
o
(Fig. 1). 6월 19일은 일일 온도차이가 22.5 C로 온도변화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버섯 발생을 위해 X자모양 1㎝
o
o
가 가장 심했으며 7월 12일은 21.4 C(최고 44.3 C, 최저
길이의 칼집을 24개 내었으며,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o
www.earticle.net
13까지 3일 간격으로 밀폐형 공조재배사와 비닐하우스
간
22.9 C)로 온도차이도 높고 최고온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o
o
o
7월 6은 일일 온도차 6 C(최고 30.1 C, 최저 24.1 C)로 온
이재배사에 동일한 시기에 배양한 톱밥봉지배지를 입상하
도변화가 가장 적었다.
였고 7월 26까지 재배·수확하였다. 생육관리는 공조재배
o
상대습도는 평균 50~80%, 최고 90%내외, 최저 20~60%
사는 온도 23±1 C, 습도 90~95%, CO2 600~700ppm을
유지하면서 1회/일 관수하였고 70%차광막이 설치된 비닐
로 나타났다(Fig. 2). 관수직후에 85~90% 수준을 유지하
o
하우스 재배사에서는 측창은 열고 온도가 26 C 이상일 때
였고 관수가 없는 낮동안의 습도가 가장 낮았다. 7월 6일
앞뒤 천창 환기팬이 작동하도록 하였다. 관수는 2~3회/일
의 상대습도는 최고 89.3%, 최저 73.7%로 일일 습도차이
5~10분간 하였으며 수확시기는 동일하게 하였다.
15.6%로 가장 적었으며 6월 18일의 최고습도는 90%, 최
저습도는 21.2%로 일일 습도차이는 68.8%로 가장 높았
버섯 생육 및 품질분석
다. 일일 습도차이가 낮은 날은 비가 내려서 공중습도가
높았으며 온도편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도
자실체 생육조사는 처리별로 10개 봉지를 임의로 선정하
편차가 큰날은 습도편차도 큼을 알 수 있었다. 공조재배
여 자실체를 수확하였으며 갓크기, 갓두께, 수량 등은 목이
사이의 경우 90~95% 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습도 편차가
특성조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조사기준 및 방법
거의 없었다.
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품질분석을 위해 물성측정기와 색차
CO2 농도는 일평균 404 ppm에서 459 ppm사이로 온도
계를 이용하였다. 조직감은 Texture Analyser (TAXTplusC,
와 습도편차가 거의 없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하우
Stable Micro Systems, UK)를 사용하여 견고성(hardness),
o
스 재배사의 측창을 완전 개폐하였고 온도 26 C 이상일때
씹힘성(chewiness), 탄력성(springiness)를 5회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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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humidity on simple-typed PE filmmushroom house for growth period

Fig. 3. Changes of average CO2 on simple-typed PE film mushroom house for growth period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fruiting body of Auricularia polytricha “Geoni”in differences cultivation house
Cultivation house

a

Hardness (g)
a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Resilience

Air conditioning

1,004±391

1.01±0.17

0.55±0.11

517±160

507±128

0.35±0.07

PE film Simple type

925±68

1.13±0.21

0.60±0.05

552±40

620±89

0.49±0.03

standard deviation

www.earticle.net
는 환기팬이 작동되어서 하우스 내의 CO2량이 노지와 거
의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간이재배사와 공조재배사에서 생육한 건이의 자실체 특
성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실체 물리성은 거의 차이
가 없었으며, 간이재배사에서 생육한 자실체의 회복력이
다소 높은 것은 상대습도의 변화 폭이 큰 것이 습도를 일
정하게 유지했을 때 보다 자실체 회복력에 유리하게 작용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실체의 색을 Hunter’s value로 측정한 결과(Table 2),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간이하우스에서 재배한 경우가
더 낮아 어두운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 이는
온도와 광조건에 따라 색택의 변화가 있는 버섯의 일반적
인 특성이 털목이에서도 확인되었다. 잣버섯의 경우(Jang,
2014)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명도값이 낮아진다고 했
는데 본 실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자실체의 장경과 단경은 공조재배사보다 간이하우스에

서 평균 장경 0.9 cm, 단경 0.6 cm 길어 생육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이는 하우스재배사는 주야온도차
가 크며(Fig. 1) 야간 관수조건에서 자실체는 빠르게 성장
하고 낮에는 마르면서 자실체가 탄력이 높아진 것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실체 두께는 하우스재배사에서 더
얇았고 공조재배사에서 더 두꺼웠는데 이는 생육조사 시
점이 낮으로 낮에는 하우스재배사의 상대습도가 낮아 자
실체가 건조된 상태이고, 공조재배사는 24시간 습도가
90%이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자실체 수분이 유지된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재배기간의 평균 수량은 간
이재배사 308 g/0.9 kg, 공조재배사 252 g/0.9 kg으로 간이
재배사에서 수량이 22% 높았다(Table 4). 특히 하우스 재
배사에서 갓 두께가 말라있는 상태에서도 수량이 더 많은
특성을 보인 것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조
조건보다 주야온도차, 습도차이가 있고 환기가 활발한 하
우스재배사에서 더 생육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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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ruiting body of A. polytricha “Geoni” in different
cultivation house (Left : air conditioning house, Right : PE
film Simple type house)
Table 2. Hunter’s value of the dried fruiting body of A.
polytricha“Geoni” in different cultivation house
a

Cultivation house

a

Hunter’s value
L

a

b

Air conditioning

39±3.9

6.5±1.95

7.5±1.82

PE film Simple type

30±4.6

5.5±1.22

3.9±0.86

을 절감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틈새소득작물로 알아보기
위해 간이재배사와 공조재배사에서 털목이 ‘건이’의 재배
특성을 비교하였다. 시험은 6월 15일부터 7월 13까지 3일
간격으로 밀폐형 공조시설재배사와 비닐하우스 간이재배
사에 톱밥봉지배지(0.9 kg)를 입상하여 7월 26까지 수확
o
하였다. 생육조건은 공조재배사는 온도 23 C, 습도
90~95% 조건을 유지하면서 1회/일 관수하였고 간이재배
사는 2~3회/일 관수로 온도조절시설은 가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간이재배사에서 재배한 자실체크기는 공조재배
사보다 다소 컸으며, 물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실체 명도는 간이재배사가 공조재배사보다 낮아
진한색을 나타냈다.
입상시기별로 수량성은 차별화된 경향을 찾을 수 없었
으며 하우스 재배사의 경우 308 g/0.9 kg, 공조재배사에서
는 252 g/0.9 kg으로 하우스 재배사에서 22% 더 높았다.
따라서 털목이 ‘건이’ 품종은 여름철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간이재배사에서 재배가 가능하여 틈새소득작물로 에
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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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Lightness, a : redness, b : yellowness

다. 이상의 결과, 털목이 ‘건이’품종을 여름철에 재배할
경우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간이재배사에서 재배하면
공조재배사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수량 증
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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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Auricularia polytricha “Geoni”by different cultivation house at high temperature season.
Growth
Start
date

Harvest
date

6/15
6/18

Major axis
(mm)

Minor axis
(mm)

Thickness
(mm)

Yield
(g/0.9 kg)

PEF

Z

ACY

PEF

AC

PEF

AC

PEF

AC

7/11

61.9

58.3

49.3

47.4

0.91

1.38

362

290

7/11

63.8

62.8

49.3

48.9

0.93

1.28

386

257

6/21

7/12

63.6

55.5

48.3

44.2

0.60

1.32

279

356

6/24

7/14

68.2

61.1

52.1

45.2

0.76

1.25

275

303

6/27

7/17

68.4

55.0

51.2

46.1

0.80

1.09

317

280

6/30

7/20

54.7

45.1

39.1

32.7

0.93

1.29

371

251

7/4

7/24

56.1

35.1

44.9

25.8

0.79

1.20

309

131

7/7

7/26

50.4

36.6

37.8

31.1

0.55

1.12

167

150

60.89

51.19

46.50

40.17

0.78

1.24

308

252

Average

* Z: PE film Simple type house, Y: air condition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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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growth promotion effect of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isolated from a button mushroom bed
Seo-Jin Moon, and Min-Ho Yoon*
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Chemistr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ABSTRACT: An auxin-producing bacterium Yangsong-1 was isolated from a button mushroom bed in Chung cheongnam-do. The
strain Yangsong-1 was classified as a novel strain of Arthrobacter enclensis based on a chemotaxonomic and phylogenetic analysis.
The isolated A. enclensis Yangsong-1 was confirmed to produce indole-3-acetic acid (IAA), which is one of the auxin hormones.
When the concentration of IAA was assessed by HPLC quantity analysis,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IAA, 152.903 mg L-1,
o
was detected from the culture broth incubated in R2A medium containing 0.2% L-tryptophan for 48 h at 35 C.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AA production and pH was estimated to show that the increase in IAA caused pH acidification of the
culture. The effect of the supplement on L-tryptophan, a known precursor of IAA production, appeared to be at maximal
production at 0.2% concentration and was rather reduced at concentration above 0.4%. To investigate the growth-promoting
effects on the crops, the culture broth of A. enclensis Yangsong-1 was placed in water cultures and seed pots of mung beans and
lettuce. In consequence, the adventitious root induction and root growth of mung beans and lettuce were 1.5 and 1.9 times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the control.
KEYWORDS: 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a, IAA,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Button mushroom bed

서 론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 중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약

www.earticle.net
제 사용 지양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
자의 관심이 늘고 있으며 그로인해 친환경 농업의 규모가

화학약제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물 비료(미
생물제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KIPETAF)보고를 참
고해 보았을 때 화학원료를 사용한 비료와 농약은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잔류 농약의 문제를 일으키며 생태
계에서는 저항성 병원균의 발생을 유도하게 된다는 문제
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미생물 제제 비료,. 농약은 환
경과 인간에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양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식물과의 상호친화관계
또는 뿌리의 방어 작용을 이겨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 중 식물뿌리를 차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식물성장촉진세균 (PGPR,
Plant Growth-Promoting Rhizobacteria)이 있다. PGPR
세균은 식물의 생장, 영양분 흡수의 촉진, 면역성 증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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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한 길항작용으로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Ryu et al., 2000; Glick et al., 1999; Jung et
al., 2006; Loon et al., 2007). 또 PGPR 세균은 식물생육
조절인자인 식물 호르몬을 생산함이 조사되어 있고 그 중
auxin호르몬은 대표적인 식물 생장 호르몬으로서 세포의
생장과 분화, 곁눈 생장 억제, 뿌리신장, 꽃과 열매의 발
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식물 근권에서 일부 세균들
이 옥신을 생성, 분비하고 이를 식물이 흡수하여 생장에
이용할 수 있다(Spaepen and Vanderleyden, 2010).
이러한 근권 미생물의 다기능을 이용해 작물 생육을 위
한 생물학적 자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송이 배지로부터 식물생장촉진물질인 auxin의 생성능
력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한 후 분리균의 배양 조건별
auxin 생산능을 조사하였고, 또한, Bio assay 실험법을 이
용한 재배실험을 통해 작물의 생육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미생물 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하였다.
TLC에 의한 IAA의 확인
TLC를 이용하여 선발 균주들의 auxin 생성능을 정성
분석하기 위해 배양 상등액을 염산으로 pH 2.8까지 산성
화 시킨 후, 2배의 cold ethyl acetate로 분획 추출하였다.
수용액 층은 버리고 회수한 ether 층을 감압증류장치로
날려버려 얻어진 잔사를 methanol 2 mL에 녹여 TLC 분석
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TLC 전개용매는 1-propanol:
NH4 OH: H2O (6: 3: 1) 혼합액을 사용하며, 발색시약은 증류
수 100 mL, 농 염산 150 mL, p-dimethylamino benzaldehyde
0.7 g을 용해한 Ehrlich 시약을 사용하였다(Lim et al.,
1995)
HPLC에 의한 IAA의 정량분석
HPLC를 이용하여 추출한 ether층 methanol 수용액 내
의 IAA 함량을 정량 분석하였다. 사용한 분석 기기는
Agilent(USA) 사의 1260 Infinity system의 UV detector
를 이용하여 285 nm에서 측정하였고, Column은 Luna
5U C18 (250 × 4.60 nm), mobile Phase는 MeOH (HPLC
grade)을 용매 A로, 그리고 0.6% acetic acid을 용매 B로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농도 구배는 용매 A를 5%로, 용매
B를 95%로 분석을 시작해서 13분 경과 후에는 용매 B가
25%가 되고, 15분 경과 까지 지속하며, 17분 경과 후에는
용매 B가 95%가 되고, 20분 경과까지 지속하도록 조절하
였다. flow rate는 1 mL/min이었다.

균주의 분리
Auxin 생산세균의 분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
면 양송이 재배농가의 양송이 배지 1 g을 채취하였다. 채
취한 토양 1 g을 멸균된 생리식염수 (0.85% Nacl) 99 mL
에 희석하여 진탕 배양기에서 170 rpm으로 30분간 진탕
시킨 후 단계적 희석 평판법을 이용해 각 희석액을 auxin
생성균 분리용 배지 인 0.1% L-tryptophan이 첨가된
o
Bio assay를 통한 식물생장실험
R2A 고체 배지에 도말하여 35 C에서 배양하였다. 고체
배지에서 순수분리 된 colony를 auxin 기본배지에 tooth가. 녹두발근생검법 (수경법)
picking 한 후 Salkowski 시약(35% perchloric acid 50 mL,
선발균의 생장촉진능을 검증하기위해 auxin 생산 검정
0.5M FeCl3)을 분산시켜 외관상 colony 주변에 분홍색을 띄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녹두발근검정법 (mungbean
는 균주들을 auxin 생성 균주로 1차 선발하였다. www.earticle.net
adventitious root induction method)을 이용하여 auxin 호
르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뿌리 발근촉진효과를 조사하
였다. 녹두종자를 0.3% sodium hypochloride 용액에 3분
Auxin 생성균주의 선발
간 침지하여 소독한 후 흐르는 물에 24시간 침종하고, 무
선발한 1차 균주의 auxin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리
o
균 토양에 파종하여 28 C, 5000Lux 광원하의 배양실에서
균의 배양액을 R2A broth 배지(pH 7.0)에 1% 되게 접종
o
7일간 배양한 후 제 1본엽이 전개되고 첫 3소엽의 엽아가
후 35 C, 170rpm에서 24시간 이상 전배양, 본배양으로
o
진탕 배양한 배양액을 4 C, 4000 rpm, 15분 간 원심분리하
다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녹두묘를 캐냈다. 균일한 크
여 배양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배양 상등액과 Salkowski 시
기로 선별된 녹두묘로부터 자엽을 제거하고 자엽 밑으로
약을 1:3 (v/v)의 비율로 섞은 후 암조건에 30분간 반응시
하배축을 4 cm 남기고 소독된 예리한 칼로 절단한 후
킨 후 이 반응액을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535 nm에서
Salkowski test에서 auxin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 균주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선발균들의 auxin 생성능을 확인하였
배양상등액 50 µL와 멸균증류수 5 mL (배양 상등액: 멸
균증류수 = 1: 100)와 NPK 양액이 첨가된 Vial에 절단한
다. 표준물질은 Sigma사의 IAA를 10, 30, 50, 70, 100
-1
유모 3개씩 넣어 24시간 마다 멸균 증류수로 일정 수준까
mgL 농도로 methanol에 첨가 후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선발균의 배양조건
지 수분 보충하여 동일한 환경조건 하에서 연속 조명으로
o
과 auxin 생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35 C에서 24시간 배
10일간 발근시킨 후 1 mm 이상의 발근수를 계수하였고,
양하면서 배양기간에 따른 균주의 생장, IAA의 전구체인
뿌리 길이를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L-tryptophan의 최적 농도, IAA 생성 및 최종 pH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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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두발근생검법 (Pot실험)
Auxin 생성능 확인 시험으로 pot 재배를 통한 녹두발근
검정법을 병행 수행하였다. 상기의 기술한 수경법에 따라
얻어진 녹두 자엽의 하배축을 멸균된 상토 (밭흙: 버미큘
라이트: 상토=2:1:1)에 선발균주의 배양상등액을 100배
희석하여 3일에 한번씩 20일 동안 관주한 후 형성된 발근
수와 발근길이를 측정하여 뿌리발근효과를 조사하였다.
다. 상추발근생검법 (Pot실험)
Auxin 생성능 확인 시험으로 pot 재배를 통한 상추발근
검정법을 병행 수행하였다. 자라고 있는 상추 묘목을 구
입해 멸균된 상토 (밭흙: 버미큘라이트: 상토 = 2:1:1)에
선발균주의 배양 상등액을 100배 희석하여 3일에 한번씩
약 한달 동안 관주한 후 형성된 발근길이와 뿌리의 무게
를 측정하여 뿌리발근효과를 조사하였다.
분리 균주의 동정
본 균주의 생리학적 특성은 Gram 음성 세균의 동정에
사용되는 API 20NE kit(Bio Merieux)를 제조 회사의 시
행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DNA-DNA Hybridization 실
험은 photobiotin-labelled DNA probe와 micro-dilution
wells을 이용하여 (Ezaki et al.,1989)에 의해 기술된 방법
에 의해 수행하였다. 또한 16S rRNA 염기서열 해석 및
계통수 작성을 위하여 16S rRNA의 부분서열의 상동성은
DDBJ/ EMBL/GenBank database의 Blast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염기서열의 alignment는 Clu
ster X program package (version 1.8)를 이용하여 정렬하였
고, 계통도의 작성은 근린결합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

결과 및 고찰

Fig. 1. Isolation of auxin-producing strains using SalkowskiR2A broth.

Fig. 2. Phylogenetic trees of strain Yangsong-1 estimated
from 16S rRNA gene sequence.

rRNA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BLAST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린 결합법에 의거하여 계통학적 위치를 검토한 결과,
Yangsong-1은 Arthrobacter enclensis와 98.83%의 상동성을
나타냄으로서 Arthrobacter enclensis로 동정되었다(Fig. 2).

www.earticle.net
균주의 분리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양송이 재배농가의 양송이 배
Auxin 물질의 확인 및 생산능 비교
지로부터 순수 분리된 균주들을 auxin 생성균 분리용 배
분리된 A. enclensis Yangsong-1의 auxin 생성을 확인
지인 R2A agar 배지 상에서 colony를 형성시킨 후,
하기 위해 TLC와 HPLC를 실시하였다. 추출된 배양액의
Salkowski 시약과 반응시켜 colony 주변에 붉은색을 형성
TLC와 HPLC 결과는 IAA를 표준물질로 비교하였다. 그
하는 3개의 균을 1차 선발하였다. 고체 배지 상에서 양성
결과 Yangsong-1에서 추출된 물질은 TLC상에서 IAA와
반응을 보인 1차 선발균들을 0.1% L-tryptophan이 첨가
동일한 RF치인 0.8와 일치함으로써 IAA계 auxin 물질임
o
된 R2A broth 배지 (pH 7.0)에 접종하여 35 C, 24시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또한, 배양액으로부터 추출
진탕 배양한 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한 ether 분획의 선발균주가 생성하는 IAA 함량을 정량적
배양 상등액과 Salkowski 시약을 1:3의 비율로 혼합하여
으로 확인한 실험 결과에서도 표준 시료와 배양 농축물의
30분간 암반응시킨 후 형성된 붉은색의 강약을 분광광도계
IAA peak가 RT 10분 1.98초의 같은 retention time을 보여
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선발균주 중 흡광도가 가장 높
동일한 물질로 확인되었다(Fig. 4), A. enclensis Yangsong-1
-1
고 상대적으로 붉은색이 가장 짙게 형성하는 Yangsong-1
균주의 농도는 152.903 mg L 으로 표준시료보다 약간 높
균주를 IAA 생성능이 높은 균주로 선별하였다(Fig. 1).
은 농도로 검출되었다(Table 1).
분리균의 동정
Auxin 생성능이 가장 우수한 Yangsong-1 균주의 16S

Bio assay를 통한 식물생장 실험
분리한 Auxin 생성균 Yangsong-1이 작물의 뿌리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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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ion of IAA produced from the Isolated
strains by HPLC.
Stra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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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Fig. 3. TLC analysis of IAA produced from the selected
-1
strains. Concentration of IAA standard:100 mg L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녹두묘와 상추묘를 공
시작물로 이용하여 수경법과 pot 재배실험을 통한 분리균
배양액의 접종효과를 실시하였다

RT

Area

Height

IAA

min

mAU*s

mAU

mg mL

-

-

-

-

-1

100 ppm

10.198

1296.92480

132.1

100.0

Yangsong-1

10.209

1986.81079

186.6

152.903

수경법에 의한 녹두발근력 확인실험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 접종구인 대조구의 발근
수가 8개인 반면 100배 희석한 Yangsong-1 균주의 배양상
등액 첨가 시 발근수는 무려 18개이었으며, Yangsong-2
균주는 13개로 나타났다. Yangsong-1의 발근길이는 203
mm로 대조구(71 mm)에 비해 약 2.9배의 신장효과를 나타
냈으며, Yangsong-2균주는 102 mm로 확인되었다. 또한,
Yangsong-1 균주의 총 발근수와 발근길이의 평균값을 백
분율로 비교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Yangsong-1은 286%로
나타나 약2.9배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Yangsong-2은
144%로 나타나 약1.4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Pot실험에 의한 녹두발근생검법
Pot 실험을 통한 결과에서도 Yangsong-1 균주의 발근효과

www.earticle.net

Fig. 4. HPLC chromatogram of auxin extracted from the strains IAA standard 100 mg L-1(A), Yangsong-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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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근수는 62개, 발근길이는 174 mm 그
리고 Yangsong-2 균주는 발근수 49개, 발근길이 148 mm
로 확인되어 총 발근수와 발근길이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
과, 수경법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Yangsong-1은 1.5배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Yangsong-2은
1.28배까지 나타났다(Table 2). 이상의 수경법과 pot 실험
의 결과를 통해 Yangsong-1 균주는 높은 뿌리 생육촉진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Pot실험에 의한 상추발근생검법
상추 Pot 실험을 통한 결과에서도 Yangsong-1과
Yangsong-2 균주의 발근길이는 각각 260 mm와 205 mm,
무게는 8.50 g과 5.02 g으로 확인되어 총 발근길이와 무게
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Yangsong-1은
1.9배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Yangsong-2번은 1.5배로 나
타났다(Table 3). 이상의 녹두발근 및 상추발근의 Pot 실
험의 결과를 통해 Yangsong-1 균주는 높은 뿌리생육촉진
효과를 나타냈으며, 비색법 및 HPLC 분석을 통한 IAA
생성량 조사에서도 높은 IAA 생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으므로 Yangsong-1 균주를 auxin 생성 PGPR균으로 최
종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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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를 seed 접종 한 후 35 C에서 배양 시 균의 생육은 약
24시간에 대수기 후기에 도달하였다. 생육초기에는 IAA
의 생성량이 2 mg L-1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
생육이 최대인 배양 12시간에는 IAA가 24 mg L 이상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배지 내 IAA의 농도와
pH 변화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IAA
농도증가가 배지의 pH를 산성화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5). 또 Fig.6에서 볼 수 있듯이 6시간까지는
0.2에도 못 미치는 세포생장률을 가지지만 12시간부터 활
발히 세포 생장률을 보이며 24시간이 되어서 최고 생장률
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4간이 지난 후로는 세
포생장률이 감소하는 그래프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IAA 생성을 위한 전구물질로 알려진 L-tryptophan
이 분리균의 IAA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R2A broth (pH 7.0) 배지에 L-tryptophan을 농도별(0,
0.05, 0.1, 0.2, 0.4%)로 첨가하여 IAA 생산능을 비교하였
다. Fig. 7과 같이 분리균은 무 첨가 배지에서는 IAA 생
성량이 낮으며, 0.2% 첨가 시 균의 생육과 IAA 함량이
증가하였고, pH의 경우도 초기 pH 8.13에서 6.80 수준으
로 낮아지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0.2% 이상 첨
가 시에는 pH 의 변화도 거의 없으며, 균의 생장이나

배양조건별 Auxin 생산능 비교
최종 선발균 Yangsong-1을 0.1% L-tryptophan이 함유
된 R2A broth (pH 7.0) 배지에 배양하면서 auxin 생성을
위한 최적 배양조건을 검토하였다. 분리균의 전 배양액
Table 2. Growth effect of mung bean infected with
producing bacteria in water culture and seed pot culture.
Uprooting No.

Uprooting length

Strain No.

Water
culture

Pot culture

Water
culture

Control

8

34

71

116

100ppm

15

53

198

164

Yangsong-1

18

62

203

174

Yangsong-2

13

49

102

148

www.earticle.net
Pot
culture
mm

Fig. 5. The profile of IAA production of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based on incubation time.

Table 3. Growth effect of lettuce infected with auxinproducing bacterium in seed pot culture
Strain No.

Uprooting of lettuce
Length

weight

mm

g

Control

138

3.70

100ppm

217

7.29

Yangsong-1

260

8.50

Yangsong-2

205

5.02

Fig. 6. The profile of viable cells of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based on incub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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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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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L-tryptophan(%) on
IAA production from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Fig. 8.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L-tryptophan(%) on
Cell Growth from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양송이 재배 농가에서 양송이
수확 후 배지로부터 토양을 채취하여 auxin(IAA) 생성능
이 뛰어난 세균 Yangsong-1 균주를 분리하였다. TLC 및
HPLC 분석을 통해 분리균이 생성한 IAA 농도를 확인한
결과, 0.2% L-tryptophan를 함유한 pH 7.0의 R2A broth
o
배지에 35 C, 48시간 배양 시 최대 생성농도는 126.33
-1
mg L 이었다. 생리적 특성 및 계통학적특성 분석을 통해
분리균은 Gram 음성 간균인 Arthrobacter enclensis
Yangsong-1로 동정되었다. 배양조건별 IAA의 생산능 비
교 시, IAA 농도의 증가가 배양액의 pH 산성화에 기인함
으로서 IAA 생성량과 pH 변화에는 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IAA 생성을 위한 전구물질로 알려진
L-tryptophan의 첨가효과는 0.2% 첨가 시 균 생육 및
IAA 생성량이 최대이었으며, 0.4% 이상 고농도 첨가 배
지에서는 오히려 IAA의 생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분리균
에 의한 식물생육촉진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경재배
및 pot 재배를 통한 녹두발근 생검법과 상추발근 생검법
을 수행한 결과, A. enclensis Yangsong-1의 배양액 접종
시 녹두발근 생검법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발근수와 뿌리
길이에서 약 1.5배의 뿌리신장효과를 보였고, 상추발근
생검법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뿌리길이와 무게에서 약 1.9
배의 뿌리신장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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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gonistic Effect of Bacillus safensis HC42 on Brown Blotch
Mushroom Disease Caused by Pseudomonas agarici
Chan-Jung Lee*, Eun-Ji Lee, Hae-Sung Park, and Won-Sik Kong
Mushroom Research Division, NIHHS, RDA, Eumseong 369-873, Korea
ABSTRACT: A gram-positive bacterium was isolated from the spent substrate of Agaricus bisporus that showed a marked
antagonistic activity against Pseudomonas agarici. It was identified as Bacillus safensis HC42 based on its cultural,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16S rRNA sequence. B. safensis HC42 was saprophytic, but not parasitic or pathogenic, in
cultivated mushrooms and showed strong inhibition of P. agarici in vitro. Moreover, it showed a control efficacy of 66 % against
browning disease caused by P. agarici in Agaricus bisporus. Therefore, B. safensis HC42 may be useful in the future for the
development of a biocontrol system.
KEYWORDS: Agaricus bisporus, Bacillus safensis, Control efficacy, Mushrooms, Pseudomonas agarici

서 론

무늬병은 1915년 Tolaas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되었으
며(Tolaas, 1915), 1919년 Paine에 의하여 P. tolaasii로 명
버섯에 병을 일으키는 Pseudomonas 속에는 P. tolaasii,
명되었다(Paine, 1919). P. tolaasii에 의한 갈색무늬 증상
은 P. gingeri에 의해 발생되는 옅은 갈색(yellow-brown)
P. agarici, P. gingeri 그리고 병원성 P. reactans 등이 보
의 반점병인 ginger blotch disease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고되었다(Wells et al., 1996; Wong et al., 1982; Young,
다(Wong et al., 1982; Cutri et al., 1984). 양송이 재배에
1970). 이들 병원균들은 버섯의 수량감소 및 상품가치를
www.earticle.net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Fermor, 1986; Gill,
있어 또 다른 2종류의 세균이 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
중 P. gingeri 는 giner blotch을 일으키고(Wong et al.,
1995). 이들 중 양송이버섯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원균
1982), P. agarici 는 양송이 갓의 표면에 갈색의 점무늬를
은 세균갈색무늬병을 일으키는 P. tolaasii이며, 세균갈색
넓게 형성하여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Geels et al., 1994). 또한 Pseudomonas agarici는 느
J. Mushrooms 2019 March, 17(1):19-23
http://dx.doi.org/10.14480/JM.2019.17.1.19
타리버섯에
yellow blotch을 일으키고(Bessette et al.,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1985), 양송이 갓과 대에 회색무늬병을 일으킨다. 이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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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 fluorescens가 P. tolaasii에 대해 길항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병원균에 비해 80배의 많은 수가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세균갈색무늬병이 분비하는 독소를 저해하는 독소저해균
및 길항미생믈 선발하여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4b). 이와
같이 세균병 방제를 위하여 항생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
와 길항미생물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법이 계속하여 시도
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Park et al., 1992). 또한 버섯은 화학농약 처
리에 의한 방제는 안전성문제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생
물적 방제법에 의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송이 세균성회색무늬병의 생물
학적 방제를 위하여 길항미생물을 선발 및 동정하여 화학
농약 대체를 위한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미생물 분리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재배중인 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와 양송이 배지를 농가별 3점씩 채취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미생물의 분리는 R2A배지에 단계별로 희
석 배양하여 50~60개의 colony를 형성한 plate로부터 독
립적으로 분리하였다. 순수 분리한 미생물은 약 3,500균
주였으며, 이들 분리 미생물은 R2A배지에서 2일 동안 배
양한 후 균체를 모아서 20%(v/v) 글리세롤 용액에 넣어
o
−70 C에 보존하면서 검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US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고, PCR 증폭은 Techne
thermocycler(Techne LTD, Duxford, Cambridge, U.K.)로
수행하였다. PCR 반응혼합액은 1 x buffer (10 mM TrisHCl pH 9.0, 50 mM KCl, 2.5 mM MgCl2, 0.01%
gelatin and 0.1% Triton X-100), 최종농도 200 µm의
deoxyribonucleotide triphosphates(dATP, dCTP, dTTP),
0.6 U Taq DNA polymerase(Molecular Biochemicals, Mt
Wellington, Auckland, New Zealand), 최종농도 2 µm의 정, 역
방향의 primers [fD1(5'-AGAGTTTGATCCTGGCTCAG-3')와
rP2(5'-ACGGCT ACCTTGTTACGACTT-3')] 그리고 10
o
ng template DNA로 이루어졌다. PCR은 94 C에서 1분,
o
o
56 C에서 1분 그리고 72 C에서 2분간 30cycles로 수행하
였고, 반응 후 primer와 dNTP는 High Pure PCR Product
Purification Kit(Bioneer Co., Chungbuk, Korea)을 사용
하여 PCR 산물로부터 제거하였다. 정제된 PCR 산물은
pT7 blue Vector(Novagen Co., Madison, WI, USA)에 클
로닝하여 Big Dye Terminator Kit와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Perkin Elmer, New Jersey, USA)를 사
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결정한 16S rRNA 유전
자의 염기서열은 GenBank Database에 등록하였다. 종 유
사성 결정을 위해 Clustral W 분석프로그램(Thompson et
al., 1994)을 사용하여 GenBank에 있는 다른 염기서열들
과 비교하였다. Jukes와 Cantor(1969) 방법을 이용하여
evolutionary distance matrix를 작성하고, MEGA 4의
Neighbor-joining 방법을 이용하여 계통수를 작성하였으
며, tree의 안정성은 1000 반복의 bootstrap 분석으로 조
사하였다.

길항미생물 HC42의 생리·생화학적 특성
길항미생물 HC42의 선발
선발 유용미생물의 생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순수 분리한 미생물로부터 세균성회색무늬병균(Pseudomonas
기본배지(Stanier et al., 1966)에 다양한 종류의 탄소원
www.earticle.net
agarici)에 대한 길항 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paper
fructose 등 18종, 질소원 6종 등을 0.1%(w/w)씩 첨가하
disk methods를 이용하였다. 병원균은 R2A배지(Kim and
여 생육정도를 조사하였으며, 부가적으로 API 20E, API
Whang, 2002)에 24시간 배양한 후 균체를 모아 100 µl
20NE, 50CH 키트 (BioMerieus, Marcy I’Etoile, France)를
6
멸균수가 든 1.5 ml e-tube에 넣고 현탁(5×10 cfu/ml)하였
사용하였고,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고, 분리 미생물은 R2A배지에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균
(Palleroni, 1984)에 준하여 실험을 하였다.
7
체를 모아 50 µl 멸균수가 든 e-tube에 넣고 현탁(5×10
cfu/ml)하였다. 길항력 조사는 병원균 100 µl를 취하여 페
길항미생물 HC42의 방제효과 검정
트리디쉬에 도말한 후 8mm paper disk를 올려놓고 분리
세균성회색무늬병의 방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폿트
(30×20 cm)에 재배된 양송이버섯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70 µl를 취하여 paper disk에 접종하여 생육저지환
병원균은 R2A배지에 48시간 배양한 후 균체를 모아
의 정도에 따라 각 균주에 대한 길항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250 ml 멸균수가 든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현탁하여 최종
결과 길항력이 높은 미생물 HC42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이
6
농도가 5×10 cfu/ml되도록 조제하였다. 길항미생물은 액
미생물을 특허균주로 농업유전자원센터(KACC91773P)에
체 배양에 따른 배지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R2A
기탁하였다.
배지에 48시간 배양한 후 균체를 직접 모아 250 ml 멸균
수가 든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현탁하여 최종 농도가
길항미생물 HC42의 DNA 분리 및 16S rRNA 유전자
7
5×10 cfu/ml되도록 조제하였다. 길항미생물의 항균효과
염기서열의 결정
를 검정하기 위하여 준비된 폿트에 병원균 현탁액 100 ml
DNA는 Quiagen Genomic DNA Isolation Kit(Qui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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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섯 자실체에 먼저 분무처리한 후 30분 동안 과습한
발병환경을 조성한 후 길항미생물 100 ml을 분무살포(1일
o
간격, 3회처리)하여 온도 15 C, 습도 95%의 생육실에서
재배하면서 병 발생율을 조사하였다. 각 실험은 5반복으
로 실시하였다.
발병율 및 방제가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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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을 이용한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길항균 HC42는
B. safensis와 같은 그룹을 형성하였다(Fig. 2).

발병율 = 발병조사개체수/조사개체수 × 100
방제가 = (무처리발병율-처리발병율)/무처리발병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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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길항미생물 HC42의 항균효과
순분 분리한 약 3,500균주의 미생물에 대해 길항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분리 미생물에서 길항력이 없거나
아주 약한 길항력을 보였으나, 미생물 HC42는 높은 길항
력을 보였다(Fig. 1). 국내에서는 세균성회색무늬병에 대
한 길항미생물로는 Alcaligene속이 보고되었고(Lee et al.,
2016), 세균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P. fluorescens(Park et
al., 1992)와 Pseudomonas azotoformans(Lee et al., 2014)
그리고 이 병원균이 분비하는 독소를 저해하는 Pseudomonas
속(Lee et al., 2013) 등이 보고되었다. 길항미생물을 이용
한 병 방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낮은 방
제효과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처리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으로 생물농약으로의 실용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Fig. 2. Phylogenetic tree of HC42 based on 16S rRNA
sequence similarity. Branching values determined using 1,000
bootstraps.

길항미생물 HC42의 생리·생화학적인 특성
o
길항세균 HC42균주는 42 C에서 생육이 가능하며 아질
산염의 환원시키지 못했지만 gelatin을 액화시켰다. 그리
고 Raffinose, Inositol, Methyl a-D-glucopyranoside,
Melibiose, D-turanose를 이용하였고, Maltose, Fructose는
이용하지 못하였다(Table 1).
Table 1.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B. safensis HC42
Characters

Characters

HC42

+

Inositol

+

Nitrite reduction

-

Methyl a-D-glucopyranoside

+

gelatin liquefaction

+

Melibiose

+

Raffinose

+

D-turanose

+

Maltose

-

Fructose

-

o

growth at 42 C

HC42

www.earticle.net

Fig. 1. Antimicrobial activity of B. safensis HC42 against
Pseudomonas agarici.

길항미생물 HC42의 16S ribosomal DNA 분석
길항세균 HC42균주의 16S rDNA를 PCR 증폭에 의해
약 1.5 kb의 유전자를 확보하였으며, 염기서열을 결정하
였다. 이 염기서열을 Ribosomal database project를 이용
하여 상동성을 분석한 결과 Bacillus safensis와 높은 유사
성을 보였다. 또한 Neighbor Joining방법(Saitou and Nei,

길항미생물 HC42의 생물 검정 효과
양송이버섯에 세균성회색무늬병균을 접종한 후에 HC42
을 처리한 결과 무처리구에서는 46.5%의 이병율을 보였
지만 HC42처리에서는 15.7%의 이병율을 보여 66%의 방
제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HC42균주는 세균성회색무늬
병에 높은 항균효과를 보였고(Table 2, Fig. 3), 항균활성
관여 물질탐색 및 최적 생산조건 검토, 농가 편의성을 고
려한 제형화 기술개발과 살포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
한다면 생물농약으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Lee 등(2016)이 Alcanigenes속이 세균성회색무늬
병에 대해 63%의 방제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보다는 방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또한 Lee 등(2013;2014)은 세균갈색
무늬병원균의 분비독소를 저해는 미생물인 Pseudomonas
속이 느타리, 팽이, 양송이 등에 55%~69%의 방제효과를
보였고, Pseudomonas azotoformans는 이들 버섯에 대해
69~71%의 높은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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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ol efficacy of browning disease on Agaricus
bisporus by HC42 strain
Treatment

Infection rate (%)

Control

46.5 ± 4.5

Control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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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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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oyster mushrooms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using liquid spawn (ML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mmercial mushrooms cultivated using solid spawn. The color intensity of the two types of mushrooms
showed no remarkable difference. The hardness of the MLS-cultivated mushrooms was significantly higher, but their moisture
content (86.80%)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mmercial mushrooms. Mineral contents in MLS-cultivated mushrooms
(421.17 mg/100 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mmercial mushrooms (333.26–362.78 mg/100 g); in particular, the
potassium (K) content was the most abundant in the former. The amino acid content in the MLS-cultivated mushrooms (4,695.22
mg/100 g) was about 1.4–2.0 times that in the commercial mushrooms. The essential amino acid contents and sum of aspartic acid
and glutamic acid were higher in the MLS-cultivated mushrooms than in the commercial mushrooms. The β-glucan content in the
MLS-cultivated mushrooms was 1.1–2.3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commercial mushrooms. The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nd the DPPH and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the MLS-cultivated mushroom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ww.earticle.net
of the commercial mushrooms; however, the reducing
power showed an opposite trend. Therefore, MLS-cultivated mushrooms
contained higher amounts of valuable components and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commercial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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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애용되고 있는 버섯은 느타리,
표고, 양송이 및 송이버섯 등이며, 이들 버섯류는 현재 인
공재배법이 보급되어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Yang
et al., 1996). 특히 느타리버섯은 국내에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많은 버섯으로 2015년에는 연간 총 생산량의
37.3%를 차지하였다(MAFRA, 2016).
버섯은 풍미가 뛰어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
질,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각종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물질도 풍부하여 예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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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식품 중의 하나이
다(Bano and Rajarathnam, 1988). 또한 버섯의 β-glucan
은 면역 활성체 기능, 항산화 활성, 생체조직 재생과 치유
기능, 항생제, 항균, 항바이러스 및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돌연변이 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항종양 효과가 알려
져 있다(Nakajima et al., 2002; Hui et al., 2001).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은 육질이 백색이고 유
연하며,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
며(Kim et al., 1998), 느타리버섯의 주된 영양소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함량이 풍부하고, 열량
이 낮아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Kang et al.,
2000; Cho et al., 2001). 느타리버섯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일반성분 및 지질성분에 관한 연구(Kwon and
Uhm, 1984), 자실체 및 균사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
교(Jung et al., 1996), 품종별 느타리버섯류의 영양성분과
생리활성의 비교(Um et al., 2010) 등에 관한 보고가 있
다. 배지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느타리버섯의 병재배
를 위한 적절한 배지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Jang and Lee, 2014; Kang and Chun, 1988).

실온에서 3시간 추출한 후 여과하여 일정 농도로 조절하
여 항산화 활성의 측정에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버섯의 색도는 갓과 대를 분리하여 색차계(CR 301,
Minolta Co., Osaka, Japan)로 색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색판의 L값은 96.94, a값은 0.36, b값은 0.21이었다.
조직감 측정
버섯의 대 부위를 일정 크기(1×1×1 cm)로 자른 후
texture met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Ltd.,
Surrey, England)로 경도(hardness), 점착성(ad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탄력성(springness), 검성(gumminess),
응집성(cohesiveness) 및 복원성(resilience)을 10회 이상 측
정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분석 조건으로 probe
는 50 mm stainless cylinder를 사용하였으며,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1.0 mm/s,
trigger force 5.0 g, test distance 5.0 mm로 하였다.

느타리버섯은 재배방식이 발달됨으로써 품질이 균일하
일반성분 분석
o
며 생산성이 높은 혼합배지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버섯의 일반성분으로 수분 함량은 105 C 상압가열 건조
o
법, 회분은 550 C 직접회화법, 조단백질은 semimicro으며(Hong, 1978), 더욱이 느타리버섯의 재배 규모는 초
기의 보급단계에 비해 현재 입병량이 1일 4~5만병으로 증
Kjeldahl법 및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수분, 회분, 조단백질 및 조지방
대된 바, 향후 버섯 생산기간의 단축, 생산원가의 절감 및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대량생산을 위해 액체종균의 사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생
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느타리버섯의 액체종균 배양액은
주로 대두박 및 당분을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Jang et
무기질 정량
al., 2008),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버섯의 무기질은 100 mL용 분해용 플라스크에 시료 1 g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느타리버섯 ‘흑타리’를 이용하여
과 진한 황산 및 질산을 각각 10 mL씩 혼합하여 hot plate
액체종균 배양액을 개발한 바(Lee et al., 2018), 본 연구
상에서 완전 분해시킨 다음 증류수로 희석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Optima 3300 DV, Perkin-Elmer Co.,
에서는 액체종균에 의해 배양된 느타리버섯의 이화학적
www.earticle.net
특성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판되고
있는
Melville, NY, USA)로 분석하였다.
고체종균에 의한 느타리버섯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성아미노산 정량
분해용 시험관에 마쇄한 버섯 시료 0.5 g과 6 N HCl 3
재료 및 방법
o
mL를 혼합한 다음 7분간 질소가스를 충전시켜 110 C
실험재료 및 시료의 추출
heating block에서 24시간 분해한 후 여과하여 농축하였
느타리버섯은 ㈜귀담버섯에서 대두박 배양액에서 10일
으며, sodium citrate buffer (pH 2.2)를 넣어 10 mL로 정
간 배양시킨 액체종균을 미송톱밥과 미강(8:2, w/w)이 혼
용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와 sep-pak C18 cartridge
합된 1100 mL용 polypropylene병(함수율 60~65%)에 20
에 여과시켜 아미노산 자동분석기(Amino acid analyzer
mL 접종하여 배양한 후 10일간 생육시킨 것을 수확하여
835, Hitachi,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판 버섯은 지역의 농산물 시장 및
β-Glucan 정량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고체종균으로 재배
됨을 확인 후 신선도가 양호하며 저온유통 판매되고 있는
버섯의 β-glucan 함량은 Megazyme kit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say Procedure K-TBGL, Co.
것을 구입하였다. 버섯은 실험실에 옮겨 마쇄한 즉시 실
Wicklow, Bray, Ireland) 시약을 이용하였으며, 마쇄한 버
험에 사용하였으며, 버섯 추출물은 마쇄된 시료 20 g에
섯 0.1 g을 사용하여 Kim and Seo(2016)의 방법에 따라
80% 메탄올을 가하여 100 mL로 만들어 초음파 추출기
(U105, Lab Korea, Gongju, Korea)에서 10분간 2회 및
총 glucan 및 α-glucan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β-glucan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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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r intensity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ΔE

Pileus
MLS

64.25±3.55

D

3.37±0.61A

11.45±2.27A

65.39±3.57D

Com-P1

38.20±3.95A

5.44±0.24C

13.65±1.57B

40.94±4.11A

Com-P2

C

60.13±2.09

B

3.96±0.14

C

15.17±0.58

62.14±2.05C

Com-P3

42.83±1.15B

5.80±0.16D

15.30±0.53C

45.85±1.20B

Com-P4

65.50±2.45D

4.24±0.34B

19.05±0.77D

68.36±2.34E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5 AM

Stipe
MLS

93.64±0.25

D

0.54±0.08B

5.25±0.28A

93.79±0.24D

Com-P1

84.47±2.16B

0.55±0.34B

11.57±1.03C

85.27±2.04B

Com-P2

91.38±1.45C

0.37±0.27AB

6.03±1.23A

91.59±1.39C

Com-P3

72.75±3.13A

1.72±0.28C

14.57±2.41D

74.25±2.99A

Com-P4

C

A

90.73±0.61

0.16±0.27

B

9.84±1.47

91.27±0.51C

All values are mean±SD (n=10)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LS; Pleurotus ostreatus mushroom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Com-P1~4; Pleurotus ostreatus mushroom purchased from local market.

량은 총 glucan 함량에서 α-glucan 함량을 뺀 값으로 계
산하였다.

반응시켜 41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Re et al.,
1999). 각 라디칼의 소거활성(%)은 [1-(시료 첨가구의 흡
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환원력은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정량
FRAP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ability)법에
총 페놀 함량은 느타리버섯의 80% 메탄올 추출액 1
따라 시료 추출액 40 μL, 증류수 40 μL, FRAP 기질용액
o
mL에 동량의 Folin-ciocalteu 시약 및 10% Na2CO3용액
100 μL를 차례로 혼합하여 37 C에서 4분간 반응시켜 593
을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의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FeSO4·7H2O를 표준물질
로 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의해 계산하였다. 이때 FRAP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Gutfinger, 1981). 플라
기질용액은 pH 3.6의 300 mM acetate 완충용액, 10 mM
보노이드 함량은 상기 추출액 1 mL에 10% aluminum
TPTZ-40 mM HCl 용액, 20 mM ferric chloride를 각각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o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한 후 37 C water bath에서 5
4.3 mL를 차례로 가한 후 실온의 암실에서 40분간 반응시
분간 반응시킨 것을 사용하였다(Benzie and Strain,
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Moreno et www.earticle.net
al., 2000).
1996).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정량은 표준물질로 각각 gallic
acid 및 quercetin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얻은 표준검량선으로부터 산출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ate)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5 mg%의 메탄올에 용해한 DPPH 용액에 동
량의 시료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Blois, 1958).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7 mM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냉암소에서 12∼16시간 반응
시킨 다음 414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한 것을 ABTS 기질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용액
100 μL에 시료 추출물을 50 μL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실
험구별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하여 p<0.05의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대두박이 함유된 배양액으로 배양시킨 액체종균을 접종
하여 병재배한 느타리버섯(‘흑타리’)의 품질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고체종균으로 재배된 시판 느타리버섯과 색
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버섯의 갓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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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xtural characteristics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1)

MLS
3

Com-P1

Com-P2

D

C

391.85±27.8

C

Com-P3
B

330.81±48.5B

Hardness (g/cm )

453.93±27.3

Adhesiveness (g·s)

0.14±0.1NS

0.14±0.1

0.14±0.1

0.12±0.0

1.12±0.0

Chewiness (g)

317.33±42.6

268.33±24.3B

249.47±23.2AB

237.29±39.6A

273.19±38.3B

Springness (%)

0.92±0.0B

0.88±0.0B

0.93±0.0B

0.83±0.1A

0.89±0.0B

Gumminess (g)

346.24±49.1B

305.70±38.4A

276.62±38.1A

271.45±41.5A

307.70±45.0A

Cohesiveness (%)

0.78±0.04BC

0.74±0.09A

0.80±0.03C

0.74±0.05AB

0.78±0.04BC

A

0.496±0.03C

Resilience

C

0.494±0.05

B

0.438±0.04

312.66±11.5

Com-P4
A

C

0.505±0.04

280.29±28.7

0.34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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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n=8)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시판 버섯에 비해 조직이 치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
명도(L값)는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MLS에서 64.25로 고
착성(adhesiveness)은 시료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며, 씹힘
체종균으로 재배된 시판 버섯(38.20~65.50)과는 유의적인
성(chewiness) 및 검성(gumminess)은 MLS가 시판 버섯
차이를 보였으나, 시판 버섯 중 Com-P4와는 유의차가 없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탄력성(springness), 응집성
었다. 적색도(a값)는 4종의 시판 버섯에서 3.96~5.80의 범
(cohesiveness) 및 복원성(resilience)에서 MLS는 시판 버
위로 MLS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황색도(b값)는 갓 부위
섯 Com-P2 및 Com-P4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에서 시판 버섯이 MLS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전체
느타리버섯 ‘흑타리’ 품종은 ‘춘추 2호’에 비해 씹힘성,
적인 색차는 MLS가 Com-P1 및 Com-P3에 비해 현저한
탄력성 및 부서짐성이 높아 조직이 치밀하고 질겨 식감이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시판 버섯과는 대차를 보이지 않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oi et al., 2015). 종균을
았다.
달리한 동일 품종의 버섯에서 액체종균에 의한 버섯은 고
버섯의 대 부위에서 명도(L값)는 MLS에서 93.64로 고
체종균에 의한 버섯에 비해 씹힘성(chewiness)과 탄력성
체종균으로 재배된 시판 버섯(72.75~91.38)보다 유의적으
(springness)이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Lee et
로 높아 밝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적색도(a값)는 Com-P3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
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b값)
리버섯은 고체종균으로 재배된 시판 버섯에 비해 경도 및
는 MLS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Com-P2와 유사한 수
씹힘성이 높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준이었으며, 그 외 시판 버섯은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이
었다. 버섯 대 부위의 전체적인 색차는 MLS와 Com-P2
일반성분 함량
및 Com-P4간에 대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www.earticle.net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버섯은 장기간 저장될 경우 polyphenol oxidase에 의해
된 시판 버섯의 일반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갓
과 같다. 버섯의 수분 함량은 MLS에서 86.80%이었으며,
의 색이 어두워져 버섯의 외관적 품질 평가에 주 요인으
로 작용될 수 있다. 시판 느타리버섯의 등급에 따른 색도
시판 버섯은 90.44~92.08%로 MLS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비교에서 상급품 버섯의 대 부위에서 명도값은 55.4~68.2
회분 및 조단백질 함량은 MLS에서 시판 버섯보다 유의
의 범위로(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느타리
적으로 높았으며, 조단백질 함량의 경우 시판 버섯간에는
대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지방 함량은 모든 시료에서
버섯은 이보다 높은 값을 보여 대 부위의 색도가 밝아 신
0.5% 미만이었다. 탄수화물 함량은 시판 버섯에서
선도 측면에서 볼 때 갈변이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60~5.40%의 범위로 MLS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시판 버섯간에 색도 차이는 버섯의 품종,
배양환경 및 유통기간 등에 의존적이라 판단된다.
었다.
아위, 큰느타리 및 느타리버섯의 영양성분 비교에서 느
조직감
타리버섯 중 수분 함량은 91.3%, 회분은 0.6%, 조단백질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은 1.2%, 조지방은 0.2%였다는 보고(Hong et al., 2004)
된 시판 버섯의 조직감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로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느타리버섯의 조단백질 함량
3
경도(hardness)는 MLS에서 453.93 g/cm 으로, 시판 버섯
은 이보다 상당히 높은 함량이었다.
3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인 아미노산은 식품에서 영양적
(280.29~391.85 g/cm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ML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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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
Moisture
1)

MLS

Ash
A

86.80±0.18

D

Crude protein
C

1.46±0.20

B

C

5.07±0.23

A

Crude lipids

Carbohydrate

E

6.37±0.22D

A

0.30±0.00

Com-P1

92.08±0.38

1.14±0.08

3.06±0.11

0.12±0.01

3.60±0.19A

Com-P2

90.44±0.59B

0.78±0.13A

3.21±0.13AB

0.18±0.00D

5.40±0.71C

Com-P3

91.35±0.20C

0.86±0.07A

3.28±0.11AB

0.13±0.01B

4.38±0.28B

Com-P4

91.12±0.37C

0.98±0.04AB

3.46±0.06B

0.16±0.00C

4.27±0.43A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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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n=3)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arbohydrate = 100?(moisture+ash+crude lipids+crude protein).

Table 4. Mineral contents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mg/100 g)
MLS1)

Com-P1

Com-P2

Com-P3

Com-P4

K

251.27±6.05

210.32±1.98

195.25±3.12

205.87±4.03

216.80±3.50

Ca

10.60±0.12

10.62±0.07

10.25±0.08

11.17±0.22

10.95±0.13

Mg

14.25±0.14

13.63±0.15

12.70±0.11

12.52±0.22

13.41±0.19

Na

11.77±0.12

10.47±0.20

12.41±0.11

13.14±0.30

10.96±0.14

Mn

2.21±0.04

1.92±0.04

2.04±0.03

2.18±0.01

4.20±0.04

Fe

0.09±0.00

0.06±0.01

0.06±0.00

0.06±0.00

0.07±0.00

Al

1.04±0.01

0.85±0.02

1.13±0.03

0.88±0.01

0.74±0.06

P

129.95±1.02

Total

421.17±4.63

D

91.52±2.58

99.42±2.24

97.13±0.72

105.65±1.36

339.36±2.59AB

333.26±4.37A

342.93±3.58B

362.78±4.56C

1)

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n=3)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기능뿐만 아니라 식품의 맛이나 기능성에 관여하며(Mau
무기질은 인체 구성분의 약 4% 정도에 불과하나, 체내
www.earticle.net
et al., 1997), 느타리버섯의 지질 함량은 약 0.5% 정도로
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되어야 하는 영
중성지방이 33.8%, 인지질이 46.5%로 일반 식물에 비해
양소이다(Bea et al., 2008). 특히, 칼륨(K)은 이뇨작용을
인지질의 함량이 높다는 보고(Kwon and Uhm, 1984)로
촉진시키고(Hwang et al., 1997), 철분(Fe)은 유해한 활성
볼 때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은 고체종균으로
산소 저해에 관여하며(Lee et al., 2003), 인(P)은 신진대
재배된 시판 버섯에 비해 영양성분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사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노화방지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
판단된다.
로 알려져 있는 바(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액체종
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은 시판 버섯에 비해 무기질의
함량이 높아 이들 성분에 기인된 체내 생리활성에 도움이
무기질 함량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된 시판 버섯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구성 아미노산의 조성
같다. 무기질은 총 8종이 검출되었으며, 무기질의 총량은
MLS(421.17 mg/100 g)에서 시판 버섯(333.26~362.78 mg/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100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함량이었다. 무기질의 구
된 시판 버섯의 구성 아미노산 조성을 비교한 결과는
성분으로는 칼륨(K)의 함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총 무
Table 5와 같다. 총 18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구
기질 함량의 58.6~62.0%로 MLS에서는 59.7%였다. 마그
성 아미노산의 총량은 MLS에서 4,695.22 mg/100 g으로
네슘(Mg), 철분(Fe) 및 인(P)의 함량은 MLS가 시판 버섯
시판 버섯에 비해 1.4~2.0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시
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판 버섯 Com–P3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은 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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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ents of composition amino acids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mg/100 g)
MLS1)

Com-P1

Com-P2

Com-P3

Com-P4

Aspartic acid

357.14

213.18

187.21

172.64

247.85

Threonine*

203.47

130.88

115.83

95.23

143.20

Serine

188.02

115.75

111.25

89.41

138.44

Glutamic acid

714.19

369.38

366.95

366.31

345.47

Proline

158.16

101.90

93.71

0.00

123.26

Glycine

194.80

136.85

125.29

96.00

161.65

Alanine

319.82

237.37

172.38

145.14

256.41

Cystine

13.34

8.59

5.32

4.45

8.61

Valine*

234.42

145.08

138.78

104.12

171.67

Methionine*

53.33

27.06

33.72

27.37

38.28

Isoleucine*

186.87

113.63

102.45

79.08

142.70

Leucine*

279.47

174.17

157.03

118.72

228.22

Tyrosine

141.71

96.97

91.93

57.80

102.21

Phenylalanine*

470.23

375.64

296.53

265.49

355.75

Histidine*

118.00

92.17

59.36

57.57

76.80

Lysine*

325.19

261.33

217.98

152.78

233.03

Ammonium chloride

483.53

403.85

335.53

398.78

342.61

Arginine

253.53

131.36

126.13

107.56

141.10

Aspartic acid + Glutamic acid
(Ratio to total, %)

1071.33
(22.8)

582.56
(18.6)

554.16
(20.2)

538.95
(23.1)

593.32
(18.2)

Essential amino acids*
(Ratio to total, %)

1870.98
(39.8)

1319.96
(42.1)

1121.68
(41.0)

900.36
(38.5)

1389.65
(42.7)

Total amino acids

4695.22

3135.16

2737.38

2338.45

3257.26

1)

Refer to the Table 1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총 아미노산에 대해 38.5~42.7%
비교에서도 다량으로 함유된 구성 아미노산이 glutamic
www.earticle.net
의 범위로 MLS는 39.8% 수준으로 시판 버섯인 Com-P1,
acid인 것과 아미노산의 조성비는 갓의 색깔과 상관성이
2, 및 4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경향이었으나, 필수 아미노
없었으며(Kim et al., 2014), 18품종의 느타리버섯에서 구
산의 함량은 시판 버섯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버
성 아미노산 조성은 품종에 따라 상당한 함량차는 보이나,
섯의 감칠맛을 내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aspartic acid
glutamic acid가 대부분의 버섯에서 가장 많았다는 보고
(Um et al., 2010)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와 glutamic acid의 함량은 MLS에서 1,071.33 mg/100 g
본 연구에서 재배된 느타리버섯은 톱밥배지에서 병재배
인 반면에 시판 버섯에서는 538.95~593.32 mg/100 g의
된 것으로 시판 버섯에 비해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많으며,
범위로 이 또한 총 아미노산 함량에 대해 18.22~23.1%의
수준으로 MLS에서는 22.8% 정도였다.
또한 MLS에서는 단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glycine,
동일한 버섯이더라도 생산지, 발육단계, 발생 환경 및
tyrosine 및 alanine(Solms, 1969)의 함량이 높았으며, 아
재배 시기 등에 따라 아미노산의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
미노산의 맛을 변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데 관여하는 glutamic
로 알려져 있다(Joo, 2008). 느타리버섯 신품종인 노랑느
acid(Lee et al., 2006)의 함량이 높아 시판 버섯에 비해
타리와 분홍느타리에서 구성 아미노산은 cysteine의 함량
영양 뿐아니라 맛의 측면에서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glycine, glutamic acid의 순
이었으며, phenylalanine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β-Glucan 함량
일한 느타리버섯임에도 불구하고 품종에 따라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Noh et al., 2008). 또한,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느타리버섯에서 갓의 색깔에 따른 구성 아미노산의 조성
된 시판 버섯의 β-glucan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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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 of glucan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mg/100 g)
Total glucan
1)

MLS

Com-P1

E

55.85±2.59

A

24.43±0.91

α-glucan

β-glucan

Total phenol

Flavonoid

24.00±0.90

65.95±3.14E

28.88±2.82D

54.55±2.57E

A

A

B

1.30±0.03
0.43±0.01

Table 7. Content of total phenols and flavonoids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mg/100 g)
MLS

C

1)

Com-P2

48.57±1.58

0.84±0.02

47.73±1.56D

Com-P1

40.97±2.11A

16.02±0.72A

Com-P3

34.04±1.27C

0.84±0.02B

33.20±1.25C

Com-P2

45.36±2.93B

17.27±1.05AB

Com-P4

31.02±1.04B

0.82±0.03B

30.20±1.01B

Com-P3

55.37±1.89C

23.12±2.04C

Com-P4

D

19.56±2.27B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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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n=3)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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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1.17

1)

Refer to the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n=4)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 같다. 총 glucan 함량은 MLS에서 55.85 mg/100 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시판 버섯은 24.43~48.57 mg/100 g
주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하며 이는 유리 라디칼의 소거
인자로써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게 된다(Michalak et al.,
의 범위였다. α- 및 β-Glucan 함량은 총 glucan과 유사한
2006). 동결건조된 느타리버섯에서 품종에 따른 총 페놀
경향으로 MLS가 시판 버섯에 비해 약 1.5~3.0배 및
함량을 HPLC로 분석한 결과 20.19~39.13 mg/100 g으로
1.1~2.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시판 버섯은 MLS에 비
품종간에 상당한 함량 차이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Um
해 glucan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Com-P2는 여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타의 시판 버섯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버섯은 시판 버섯에 비해서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동결건조된 느타리버섯의 품종별 β-glucan 함량은 19.03
~37.67%의 범위였으며, 이는 꽃송이버섯보다는 낮은 함
량이 높아 이들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량이었으나 잎새, 영지 및 송이버섯에 비해서는 높은 함
량이었다(Um et al., 2010). 국산 및 수입산 표고버섯의
항산화 활성
β-glucan 함량은 국내산 버섯에서 많았으며, 수집 지역에
따른 차이는 버섯 조직의 노화 정도에 기인된 것으로 추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시판 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버섯의 80% 메탄
정한 보고도 있다(Kim and Seo, 2016). 또한 주요 식용버
올 추출물을 20~200 mg/mL의 농도로 조정하여 DPPH,
섯 중 β-glucan 함량은 표고버섯에서 가장 높았으며, 느타
리버섯은 송이, 새송이 및 상황버섯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환원력을 측정하였으며, DPPH
www.earticle.net
는 보고도 있다(Choi et al., 2010).
및 ABTS 라디칼을 50% 소거하는데 요구되는 시료의 농
미국 FDA에서는 매일 3 g의 수용성 β-glucan을 섭취할
도(EC50)로 나타낸 결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MLS
에서 97.30 mg/mL이었으며, 시판 버섯에서는 100 mg/mL
경우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한 바
이상이었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MLS에서 50.87
있는데(FDA, 2005), 본 연구에서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에서 β-glucan의 함량이 고체종균으로 재배된
mg/mL, 시판 버섯에서는 53.86~72.05 mg/mL의 범위로
MLS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판 버섯에 비해 유의적으로
시판 버섯에 비해 높게 평가되어 이로인한 기능성도 기대
높았다. 환원력은 표준품으로 사용한 FeSO4·7H2O의 50
되어진다.
μM에 해당되는 농도(EC50 µM)로 나타내었으며, MLS에서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는 147.61 μM인 반면에 시판 버섯에서는 96.34~130.11
액체종균으로 재배된 느타리버섯과 고체종균으로 재배
μM의 범위로 MLS의 환원력은 라디칼 소거활성과는 상
된 시판 버섯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한
반된 경향으로 시판 버섯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페놀 함량은 MLS에서 65.95
영지버섯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중
mg/100 g으로 시판 버섯(40.97~60.82 mg/100 g)에 비해
의 총 페놀 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0.969),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MLS
FRAP에 의한 환원력은 R=0.718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보
(28.88 mg/100 g)에서 시판 버섯(16.02~23.12 mg/100 g)
고되어 있다(Kim et al., 2017). 느타리버섯의 자실체와
액체배양된 균사체의 가열 유지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비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항산화성 물질인 페놀성 물질들은 식물체에서
교한 결과에서 자실체의 활성이 더 우수하여 자실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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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ive concentration values for antioxidant activities
in 80% methanol extracts of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with liquid spawn
experimentally and cultivated with solid spawn
commercially
DPPH radical
scavenging2)

ABTS radical Reducing power
scavenging2)
by FRAP3)

MLS1)

97.30±10.84A

50.87±4.36A

147.61±1.06C

Com-P1

164.90±5.34D

61.48±5.14B

129.19±2.05B

Com-P2

133.99±4.60C

72.05±3.46C

130.11±2.81B

Com-P3

118.76±2.21B

53.86±3.40A

116.48±4.73B

Com-P4

C

A

96.34±19.81A

139.8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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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fer to the Table 1
2)

54.32±1.86

Effective concentration values (EC, mg/mL) were calculated from
the regression lines using five different concentrations (20, 50, 100,
150 and 200 mg/mL) and their data were presented as 50% scavenging activity.
3)
Reducing power values (EC, µM) was measured at 50 µM equivalent of FeSO4·7H2O.
A-D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적으로 높았다. 버섯의 수분 함량은 MLS(86.80%)가 시판
버섯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무기질 함량은 MLS
(421.17 mg/100 g)에서 시판 버섯(333.26~362.78 mg/100 g)
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칼륨(K)의 함량이 가
장 많았다. 아미노산의 함량은 MLS(4,695.22 mg/100 g)
가 시판 버섯의 1.4~2.0배 수준이었으며, MLS는 필수 아
미노산 및 aspartic acid와 glutamic acid의 함량이 시판
버섯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다. MLS의 β-glucan 함량은
시판 버섯에 비해 1.1~2.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총 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LS에서 시판 버섯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MLS에서 시판 버섯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환원력
은 상반된 경향이었다. 따라서, MLS는 고체종균으로 재
배된 시판 버섯에 비해 유용한 성분의 함량이 더 많고 항
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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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medicinal mushrooms
produced in Korea and China using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Gi-Hong An, Jae-Gu Han, Kang-Hyo Lee, and Jae-Han Cho*
Mushroom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Chungbuk Eumseong 369-873, Korea.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physiological activities of hot water extracts and 70% ethanol extracts of three types of
medicinal mushrooms (Hericium erinaceus, Cordyceps militaris, and Ganoderma lingzhi) produced in Korea and China were
investigated. Both the hot-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of H. erinaceus and C. militaris from Korea displayed the highest 2,2diphenyl-1-picrylhydrazy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extracts of G. lingzhi from Korea and
China (41% and 39%,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e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 water
extracts of H. erinaceus and C. militaris from Korea were higher than those of 70% ethanol extracts. The ethanol extracts of G.
lingzhi from Korea displayed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content. C. militaris from Korea displayed the highest β-glucan level
(45.11%). β-glucan content of H. erinaceus from China (30.87%) was higher than H. erinaceus from Korea (16.94%). The findings
indicate that healthy ingredients can be maximally extracted using the optimal solvents for each mushroom.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n physiological activities between the solvents used for the extraction of medicinal
mushrooms from Korea and China.
KEYWORDS: β-glucan content, DPPH scavenging activity, Extraction solvents, Medicinal mushrooms, Nitrite 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

서 론

늘날 버섯은 수많은 연구들로부터 식품 및 약용으로서의
따라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arros et al., 2007; Manzi et al., 2001). 특히 현대사회
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구화로 식습관의 패턴이
변화되어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인 패스트푸드 또는 인스턴드 음식
들을 즐겨 찾게 되었고, 이러한 음식들을 과다섭취하며
생겨나는 성인병과 같은 각종 질병들의 발생도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Cho et al., 2013). 이러한 성인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천연물에 대
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용버섯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약용버섯으로는 상황(목질진흙버
섯), 영지(불로초), 노루궁뎅이, 차가버섯, 구름송편버섯
(운지버섯), 번데기동충하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버섯에
대하여 항산화 활성, 항염·항암작용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rros et al., 2007; Manz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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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밝혀짐에

버섯은 예로부터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원으로 사용되어
져 왔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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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특히, 영지, 동충하초, 차가버섯, 상황버섯의 추출
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유량이 식용
버섯에 비하여 많아 항산화 효과와 인체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Qi et al., 2013), Cho et al.
(2015)에 의하면 상황버섯 및 영지 추출물에서 항당뇨 효
능을 나타내는 PTP1B의 억제활성 및 α-amylase 저해작
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노루궁뎅이는 polysaccharide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 항암, 콜레스테롤 감소 및 역
류성 식도염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18).
현재까지 약용 및 식용버섯류들의 기능성 성분 및 생리
활성 물질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추출용매 또는 추출방법, 나아가 건조방법에 따라
서 그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 차이를 나타낸다. 표고버섯
의 경우 에탄올추출물의 항균활성이 열수추출물에 비하여
높았으며(Kim et al., 2003), 노랑느타리버섯 열수추출물
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에탄올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Lee et al., 2014), Lee et al. (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민자주방망이버섯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
량이 열수추출물에 비하여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버섯류에 따라서 최적의 추출
방법 및 용매선정이 우선되어야 보다 더 정확한 기능성
및 약용성분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한 약용버섯류인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s), 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영지(Ganoderma lingzhi)의 열수추출물과 에탄
올추출물에 대하여 생리활성 성분인 DPPH 라디컬 소거
능과 아질산염 소거능을 분석하였으며 약용성분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과 베타글루칸 함량을 비교 분석하여 추출
용매별 및 한국과 중국 약용버섯류의 성분차이에 대한 기
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에서 24시간 추출하였으며, 70% 발효주정 100 mL을 가
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모든 버섯추출은 3반
복으로 행하였다. 추출액은 원심분리하여 흡입 여과하였
으며, 여과액을 회전감압농축기(EYELA, Japan)를 이용하
여 농축하였다. 농축된 버섯시료는 최종 1 mg/mL로 희석
하여 각 분석에 이용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컬 소거활성
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능에 주로 이용되는 DPPH는 분자 내 라디컬을 함유하
고 있어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며 이때 radical이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
는 정도를 흡광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99.9% methanol에
녹인 0.2 mM DPPH solution 0.1 mL에 각 추출물 0.1
mL을 넣고 10초간 혼합한다. 그리고 빛을 차단한 상태에
서 3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뒤 517 nm의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Varioskan LUX,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 (197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 mM NaNO2 0.1 mL에 각 버섯 추출물 0.2 mL
를 가하고 여기에 pH 1.2로 조정된 0.1 N HCl 1 mL을
o
넣고 37 C에서 1시간 작용시킨다. 그 이후 2% acetic
acid 5 mL과 30% acetic acid에 1% sulfanilic acid를 녹인
용액인 Griess A와 30% acetic acid에 1% 1-naphthylamine
을 녹인 용액 Griess B를 1:1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0.4
mL 가하여 혼합한다. 이를 상온에서 15분 간 암반응 시
킨 후 흡광도 520 nm로 측정하고 추출액의 첨가 전후에
www.earticle.net
잔존하는 아질산염량을 구하여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약용버섯류는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
한 버섯류로서 노루궁뎅이(H. erinaceus), 동충하초(C.
militaris), 영지(G. lingzhi)이다. 중국의 노루궁뎅이, 동충
하초, 영지는 중국 현지시장, 중국버섯전시회(The 12th
Chinese Mushroom Days Zhangzhou, Fujian Province,
China) 등을 포함하여 중국 현지의 여러 경로를 통해 최
대한 많은 시료와 양을 확보하여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한국산 버섯류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보유
중인 버섯자원들을 이용하였다.
추출용매별 분석용 시료 제조
각 버섯시료는 열풍건조한 후 건조시료 5 g을 시료의
o
20배(V/W)의 증류수 100 mL을 가하여 60 C 열풍건조기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Denis (1912)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각 버섯 추출물 0.1 mL에 folin-denis reagent
0.02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시킨다. 그 후 1% Na2CO3
0.16 mL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뒤에 45분 간 암반응 시킨
후 7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곡선(Y=0.0047X +
2
0.0402, R =1.00)에 시료의 흡광도 측정값을 대입하여 농
도를 결정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분석(β-glucan contents)
각 버섯 시료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Megazyme Kit
(Mushroom and Yeast β-glucan Assay Procedure KYBG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버섯건조시료 100 mg
o
에 37% HCl 1.5 mL을 넣고 30 C water bath에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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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A) and 70% ethanol (B) extracts from different three mushrooms
produced in Korea and China (1; Hericium erinaceus, 2; Cordyceps militaris, 3; Ganoderma lingzhi).

간 중탕시킨 후 3차 증류수 10 mL을 추가적으로 가한 뒤
아보기 위하여 DPPH 라디컬 소거능을 측정하였다(Fig.
o
100 C water bath에서 2시간 동안 중탕시킨다. 그 이후
1). DPPH의 분자 내 free radical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반응액에 2 N KOH 10 mL을 가하고 0.2 M sodium
물질과 만나면 환원되거나 소거되어 짙은 자색이 감소된
acetate buffer (Buffer 1)를 가하여 100 mL로 정량한 후
다. DPPH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
1,5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를 행한 뒤 상등액을 취한
하는 방법으로 버섯 역시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dner and Fridovich, 1991; Sohn et al.,
다. 상등액 0.1 mL에 exo-1,3-β-glucanase (100 U/mL)와
o
2010). 본 연구의 열수추출물에서 한국산 노루궁뎅이, 동
β-glucosidase (4 U/mL)용액 0.1 mL를 가하고 40 C water
bath에서 60분 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GOPOD
충하초, 영지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은 각각 50.8%, 49.8%,
reagent Enzyme (Glucose oxidase plus peroxidase)를 3
77.1% 이었으며, 중국산 동일버섯류에서는 16.5%, 13.1%,
o
mL넣고 40 C water bath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뒤 510
77.5%로 나타났다. 70% ethanol 추출물에서 한국산 노루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 함량을 계산
궁뎅이, 동충하초, 영지는 각각 42%, 48.1%, 73.1% 이었
하였다.
으며, 중국산 동일버섯류에서는 1.1%, 8.7%, 71.8%로 나
또한 각 버섯건조시료 100 mg에 2 N KOH 2 mL을 가
타났다. 열수추출물과 70% ethanol추출물에서 한국산 노
하고 ice water bath에서 20분간 교반시킨다. 1.2 M
루궁뎅이와 동충하초의 항산화능력은 중국산에 비하여 월
sodium acetate buffer (pH 3.8) 8 mL과 kit 내의 Bottle 2
등히 높았으나, 영지에서는 두 재배국가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추출용매별로 비교하였을 경우, 노루궁뎅이와 동
(amyloglucosidase 1630 U/mL) 용액 0.2 mL을 가한 뒤
o
충하초는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에탄올
40 C water bath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하였
www.earticle.net
추출물에 비하여 높았으며 영지의 경우는 용매별 차이는
다. 원심분리 후 얻은 상등액 100 mL에 0.2 M
sodium
없었다. Park et al. (2015)은 큰느타리버섯의 경우 열수추
acetate buffer 0.1 mL과 GOPOD Reagent Enzyme (Glucose
o
출물의 항산화 효능이 70% ethanol추출물에 비하여 높았
oxidase plus peroxidase) 3 mL을 넣고 40 C water bath
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Qi et al. (2013)에 의하면 동충하
정하여 α-glucan 함량의 계산에 사용하였다. 측정된 total
초와 영지의 메탄올 추출물에서의 라디컬 소거능은 각각
glucan과 α-glucan 흡광도는 glucose 용액 (1 mg/mL)을
48%, 56%로 본 연구의 동충하초와 영지의 열수추출물에
비하여 라디컬 소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OPOD 시약과 반응시킨 반응액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www.megazyme.com 홈페이지의 Mega-Calc 함량 계산식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scavenging activity)
을 참고하여 함량(%, w/w)값으로 계산하였다. β-glucan은
본 연구에서의 한국 및 중국산 약용버섯류의 추출용매
total glucan 함량에서 α-glucan 함량을 빼준 값으로 계산
하였다.
별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열수
추출물에서 한국산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영지의 아질산
염 소거능은 각각 3.2%, 13.4%, 41% 이었으며, 중국산
결과 및 고찰
동일버섯류에서는 11.6%, 8.4%, 39%로 나타났다. 70%
DPPH 라디컬 소거능(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ethanol 추출물에서 한국산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영지는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를 이용하여 한
각각 1.9%, 5.1%, 37.1% 이었으며, 중국산 동일버섯류에
국 및 중국산 약용버섯류의 추출용매별 항산화 효과를 알
서는 43.7%, 22%, 13.1%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재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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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f hot-water (A) and 70% ethanol (B) extracts from different three mushrooms produced in
Korea and China (1; Hericium erinaceus, 2; Cordyceps militaris, 3; Ganoderma lingzhi).

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hot-water (A) and 70% ethanol (B) extracts from different three mushrooms produced in
Korea and China (1; Hericium erinaceus, 2; Cordyceps militaris, 3; Ganoderma lingzhi).

2008; Chung et al., 1999). 아질산염 소거능은 이러한 아
노루궁뎅이의 열수추출물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질산염을 소거하여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
동충하초와 영지는 한국품종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
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Kang et
만 70% ethanol 추출물에서 중국산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al., 1996). Cho et al. (2015)에 의하면 영지 자실체의 아
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한국산에 비하여 월등히 www.earticle.net
높았으나,
질산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균주별 차이는 있었으나,
한국산 영지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중국산에 비하여 월등
ASI7080 자실체의 에탄올용매 추출물에서 40% 이상의
히 높았다. 한국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는 추출용매에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였고, 이는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
관계없이 아질산염 소거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국산의 경우 70% ethanol 추출물에서 아질산염 소거작
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지의 경우는 한국산과 중국
산의 열수추출물에서 각각 41%와 39%로 나타나 70%
총 폴리페놀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s)
ethanol 추출물에 비하여 높았다. 아질산염은 대표적인 육
한국 및 중국산 약용버섯류의 추출용매별 총 폴리페놀
류가공품의 발색 및 식중독균 억제제로 사용되는 첨가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열수추출물에서 한
로서 높은 독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과도하게 섭취
국에서 재배한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영지의 총 폴리페놀
하였을 경우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메트로헤모글로빈 혈
함량은 4.75 mg GAE/g, 7.75 mg GAE/g, 16.75 mg GAE/g
증(methemoglobinemia)과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시킨다.
이었으며, 중국버섯류는 3.33 mg GAE/g, 7.25 mg GAE/g,
또한 아질산염은 2급 및 3급 amine류와 반응하여 발암물
17.33mg GAE/g 이었다. 한국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
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는 중국산에 비하여 다소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
으나, 영지의 경우는 중국산이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
nitrosamine은 체내에서 diazoalkane (CnH2nN2)으로 변화
하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성분을 알칼리화시
한 70% ethanol 추출물에서 한국에서 재배한 노루궁뎅이,
킴으로서 암을 유발시킨다(Choi et al., 1989; Choi et al.,
동충하초, 영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5 mg GAE/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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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GAE/g, 22.4 mg GAE/g이었으며, 중국버섯류는 3.75
mg GAE/g, 5.25 mg GAE/g, 21.0 mg GAE/g이었다.
70% ethanol 추출물에서는 열수추출물의 함량과는 반대
로 한국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는 중국산에 비하여 다
소 낮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으나, 영지의 경우는 한
국산이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는 열수추출물에서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
였으며, 영지의 경우는 70% ethanol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치를 나타냈다. 폴리페놀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로서 분자 내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전자를 공여할 수 있어 인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유리 라디컬(ROS, OH, NO)의 산화작용을 억제, 소거하
여 항염증, 항암 및 항균작용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다(Lee et al., 2014; .Qi et al., 2013). 총 폴리페
놀 함량은 식용버섯에 비하여 약용버섯의 함량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Qi et al., 2013). 또한 추출용매별로
는 Cho et al. (2014)의 느타리버섯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열수추출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균
주와 주정 및 메탄올 추출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등 균
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지의 자실체 내의 총 폴리
페놀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용매를 달리하여 추출해서
얻은 폴리페놀 함량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h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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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glucan, α-glucan and β-glucan contents from
three types of medicinal mushrooms produced in
Korea and China. Values given here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es (n=3).
Type of
Mushroom Total glucan
mushroom producer
Hericium
erinaceus
Cordyceps
militaris
Ganoderma
lingzhi
Yeast

α-glucan

β-glucan

(% w/w)

Korea

18.64±0.38

1.70±0.05

16.94±0.34

China

33.23±0.17

2.37±0.03

30.87±0.16

Korea

56.54±1.38 11.43±0.29 45.11±1.25

China

32.83±0.93

8.3±0.09

24.70±0.84

Korea

33.13±0.35

1.52±0.12

31.62±0.28

China

27.07±0.35

1.47±0.11

25.60±0.30

50.00±1.39

1.48±0.10

48.52±1.29

나타냈다. 또한 동충하초가 상황버섯에 비하여 높은 베타
글루칸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Cho et al., 2013).

적 요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한 약용버섯인 노루궁뎅이, 동충
하초, 영지의 열수추출물과 70% ethanol 추출물에 대해서
DPPH 라디컬 소거능, 아질산 소거능, 총 폴리페놀 함량,
베타글루칸 함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DPPH
약용버섯류의 베타글루칸 함량분석(β-glucan contents)
라디컬 소거능은 열수추출물과 70% ethanol추출물에서
한국 및 중국산 약용버섯류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Table
한국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가 월등히 높았으며, 추출
1과 같다. 한국산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영지의 베타글루
용매별로 비교하였을 경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는 열
칸 함량은 각각 16.94%, 45.11%, 31.62% 이었으며, 중국
수추출물의 항산화효능이 높았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
산 버섯류는 노루궁뎅이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 동충
우, 한국산과 중국산 영지의 열수추출물에서 각각 41%와
하초와 영지는 24.7%, 25.6%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냈다.
39%로 나타나 70% ethanol 추출물에 비하여 높았다. 총
흥미롭게도 한국산 동충하초가 다른 버섯류에 비하여 월
폴리페놀 함량은 한국산 노루궁뎅이와 동충하초는 열수추
www.earticle.net
등히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으며 영지 역시
중국산
출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영지의 경우는 70%
영지보다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나타냈다. 단, 노루궁뎅
ethanol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치를 나타냈다. 베타글루
이의 경우, 중국에서 재배한 것이 국내 재배 버섯보다 높
칸 함량은 한국산 동충하초가 45.11%를 보이며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였다. 약용버섯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베타
았으며, 영지 역시 중국에서 재배한 것에 비하여 높은 함
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작용하
량을 나타냈다. 노루궁뎅이는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하여
여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인
높은 베타글루칸 함량을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터루킨(interleukin), 인터페론(interferon)의 생성을 촉진
각각의 버섯류에 맞는 최적의 용매를 사용해야 최대의 유
하는 역할을 하며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세포조직의 면
효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
역을 향상시켜 항당뇨, 혈압조절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한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영지가 한국 및 중국에서 재배
있다. 또한 암세포가 있는 체내로 들어가 사아토카인
되는 버섯의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나 이러한 연
(Cytokine)을 생산시킴으로서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
구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비교샘플을 확보하여 약용버섯
의 활동을 도와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류에 대한 기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역할을 한다(Chandrasekaran et al., 2011; Kim et al.,
2015). 영지 균주별 자실체 및 동충하초, 상황버섯의 베타
감사의 글
글루칸 함량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충하초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25.82%로 영지 균주별 자실체의 베타
본 연구는 2019년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버섯자원의 이
글루칸 함량이 15~20% 나타난것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용성 평가 및 보존관리 연구(과제번호 PJ012625)에 의하

39

안기홍 · 한재구 · 이강효 · 조재한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5 AM

여 수행된 결과의 일부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Gardner PR, Fridovich I. 1991. Superoxide sensitivity of
Escherichiacoli 6-phosphogluconate dehydratase. J Biol
Chem 266: 1478-1783.
References
Gray JI, Dugan Jr LR. 1975. Inhibition of N-nitrosamine
formation in model food systems. J Food Sci 40: 981Barros L, Baptista P, Estevinho LM, Ferreira ICFR. 2007.
984.
Effects of fruiting body maturity stage on chemical
Kang YH, park YK, Lee GD. 1996. The nitrite scavenging
composition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Lacarius sp.
and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phenolic compounds. Kor
mushrooms. J Agri Food Chem 55: 4781-4788
J Food Sci Technol 28: 232-239.
Blois MS. 1958. Antioxidant determination by the use of a
Kim SC, Kim HS, Cho YU, Ryu JS, Cho SJ. 2015.
stable free radical. Nature 181: 1191-1200.
Development of strain-specific SCAR marker for selection
Chandrasekaran G, Oh DS, Shin HJ. 2011. Properties and potential
of Pleurotus eryngii strains with higher β-glucan. J
applications of the culinary-medicinal cauliflower mushrooms,
Mushroom Sci Prod 13: 79-83.
Sparassis crispa Wulf.:Fr. (Aphyllophoromycetideae): a
Kim YD, Kim KJ, Cho DB. 2003. Antimicrobial activity of
review. Int J Med Mushrooms 13: 177-183.
Lentinus edodes extract. Kor J Food Preserv 10: 89-93.
Choi DB, Cho KA, Na MS, Choi HS, Kim YO, Lim DH,
Lee YS, Joo EY, Kim NW. 2006. Polyphenol contents and
Cho SJ, Cho H. 2008. Effect of bamboo oil on
antioxidant activity of Lepista nuda. J Kor Soc Food Sci
antioxidative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J Ind
Nutr 35: 1309-1314.
Eng Chem 14: 765-770.
Lee JH, Do JR, Chung MY, Kim KH. 2014. Antioxidant
Cho JH, Lee JY, Lee MJ, Oh HN, Kang DH, Jhune CS.
activities of Pleurotus cornucopiae extracts by extraction
2013. Comparative analysis of useful β-glucan and
conditions. J Kor Soc Food Sci Nutr 43: 836-841.
polyphenol in the fruiting bodies of Ganoderma spp. J
Manzi P, Aguzzi A, Pizzoferrato L. 2001. Nutritional value
Mushroom Sci Prod 11: 164-170.
of mushrooms widely consumed in Italy. Food Chem 73:
Cho JH, Park HS, Han JG, Lee GY, Sung GH, Jhune CS.
321-325.
2014. Comparative analysis of anti-oxidant effects and
Park HS, Kim SY, Kim HS, Han JG, Lee KY, Cho JH.
polyphenol contents of the fruiting bodies in oyster
2015. Nutritional contents and physiological acitivity of
mushrooms. J Mushroom Sci Prod 12: 311-315.
Pleurotus eryngii by extraction solvents. J Mushroom Sci
Cho JH, Park HS, Han JG, Lee KH, Jhune CS. 2015. AntiProd 13: 282-287.
diabetic efficacy of the alcoholic extracts in Ganoderma
Park SA, Kim SJ, Kim HJ, Kang HW. 2018. Cultural
sp. and Phellinus baumi. J Mushroom Sci Prod 13: 326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ild-type
329.
collections of Hericium erinaceus. J Mushroom Sci Prod
Choi JS, Park SH, Choi JH. (1989). Nitrite scavenging
16: 9-15.
effect by flavonoids and its structure-effect relationship.
Sohn HY, Shin YK, Kim JS. 2010. Anti-proliferative
Arch Pharm Res 12: 26–33.
activities of solid-state fermented medicinal herbs using
Chung SY, Kim NK, Yoon S. 1999. Nitrite scavenging
Phelimus baumii against human colorectal HCT116 cell. J
effect of methanol fraction obtained from green yellow
Life Sci 20: 1268-1275.
vegetable juices. J Kor Soc Food Sci Nutr 28: 342-347.
Qi Y, ZhaoX, Lim YL, Park KY. 2013. Antioxidant and
Folin O, Denis W. 1912. On phosphotungstic-phosphomolybdic
anticancer effects of edible and medicinal mushrooms.
compounds as color reagents. J Biol Chem 12: 239-243.
Kor J Soc Food Sci Nutr 42: 655-662.
www.earticle.net

Instructions to Authors
Amended on 28th Feb 2018
JOURNAL AIMS AND SCOPE
Journal of Mushrooms is a journal devoted to the

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advancemen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of
mushroom, such as systematics (taxonomy by traditional

● Authorship

methods

methods),

An author is defined as one who has made a

evolution, phylogeny, morphology, ecology, physiology,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overall design and execution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to such

of the experiments; therefore,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as

Mushroom Science deems all authors responsible for the

pharmaceuticals, food processing, and other biotechnologies.

entire paper. Assistants should be listed as authors, but

The journal is published quarterly (March 31, June 30,

may be recognized in the Acknowledgements section.

and

systematics

medical,

by

and

molecular

industrial

applications

September 30, December 31/one volume per year), and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Copyright is reserved by the Society.

●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All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be original and should

A Subscription to Journal of Mushroom Science and

not

Production is included in the annual membership dues.

consideration while under Journal of Mushroom Science

Subscriptions are accepted on a calendar year basis only.

and

All

and

manuscript should be duplicated in other scientific journals

subscriptions should be addressed to The Korean Societ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If duplicate

of Mushroom Science. Contributions written in English

publication related to the papers of this journal is

and Korean are welcomed in the form of reviews,

detected, the authors will be announced in this journal,

research articles, and notes.

their institutes will be informed, and they will be

correspondences

regarding

membership

be

submitted

Production

to

other

review.

No

scientific
part

of

journals
the

for

accepted

penalized.
PUBLICATION TYPES
Three types of manuscripts are considered in this
journal: Research articles, Notes and Reviews.
- Research

articles:

In

full-length

●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Authors should disclose any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www.earticle.net

research

articles,

manuscript.

authors can describe new experimental or theoretical
results of significant importance.
- Notes: This note should cover topics which may be

SUBMISSION OF MANUSCRIPT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the on-line system at
http://www.ksms.or.kr. Other correspondences can be sent by

simpler in structure or of more limited interest.
- Reviews: The review paper should include current

e-mail to the editorial office (mushroom2@hanmail.net).

status and suggest critical review of important areas in

We do not accept direct email submission to the Editor-

mushroom science and production.

in-Chief or Editors.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Mushroom Science

PEER REVIEW PROCESS (Double-blind peer review)
Once manuscripts are submitted, they will be reviewed

and Production must follow institutional, national, and

by three experts in the corresponding field. The Editoria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policies on research and

Board may request that authors revise the manuscripts in

publication ethics that are not stated in these instructions,

light

“Guidelines

publication.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

of

the

reviewers'

suggestions.

approval

for

The authors should upload the revised files with a reply

previous publications on the topic. The introduction should

to each item in the reviewers' comments after revision of

also provide the rationale for the present study. Use only

the manuscript. The manuscript review process should be

those references required to provide the most salient

completed until the Editorial Board makes a final decision

background rather than an extensive review of the topic.

on the approval for publication.
● Materials

MANUSCRIPT PREPARATION
The entire manuscript, including title, abstract, authors'

sufficient technical information to allow the experiments

information, keywords, figures and tables and references

to be repeated. Gi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maker

should be provided.

and model of instrument, operating conditions and other

Manuscripts should be ordered into sections as follows: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and Methods
The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should include

details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s. For commonly

Title (including Running title, not exceeding 60 words),

used

materials

and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eterminations

Discussion, Acknowledgements, References.

sufficient. If several alternative methods are commonly

for

methods

example)

(media
a

simple

and

protein

reference

is

used, it is helpful to identify the method briefly as well
● Title

and Authorship (single page)
The title must be clearly intelligible to a non-specialist.

as to cite the reference. Describe new methods or

The use of jargon and non-standard abbreviations in the

chemicals, equipment, or microbial strains so that another

title is not permitted. In manuscript written in Korean,

investigator can repeat the same procedure. When a large

title, author name, and affiliation should be written firstly

number of microbial strains, mutants, bacteriophages, or

in Korean. The same information should also be presented

plasmids are used, include tables identifying their sources

in English. In manuscript written in English, authors

and properties.

techniques

in

detail

and

give

sources

of

unusual

should refer to the basic style defined for Korean ones. If
the number of authors is two or more, * mark should be

● Results

indicated at the end of corresponding author. If affiliations

The Results section should include results of the

of authors are different, superscriptions of 1, 2, 3 should

experiments. Extensiv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should

be put at the end of authors name in order. The same

be reserved for the Discussion section.

marks should be put in front of respective affiliation. The
corresponding authors should provide

Present the results as concisely as possible in one of

www.earticle.net
author’s name in
the followings:

text, table(s), or figure(s). Number figures

English, affiliation, affiliation address, telephone, fax, and

and tables in order and be sure to cite all figures and

e-mail.

tables in the text.

● Abstract

The

and Keywords (single page)
abstract should be a single paragraph,

● Discussion

not

The Discussion section should provide an interpretation

exceeding 200 words. URLs and references to figures or

of the results in relation to previously published works

schemes should NOT be included. References should not

and should not contain extensive repetition of the Results

normally be included in the abstract. At least five key

section or reiteration of the Introduction. The Results and

words for the subject index need to be provided

Discussion sections may be combined.

(alphabetical order and capitalize the first letter of each
keyword).

● Tables

Tables should be numbered with Arabic numbers and
● Introduction

cited consecutively in the text. Tables should be typed at

The introduction should supply sufficient background

the end of the manuscript, together with a suitable

information to allow the reader to understand and evaluate

caption at the top of each table. Footnotes should b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ithout referring to

expressed as Arabic numbers of 1), 2), 3) at the bottom

of tables, and no sign should be used. Moreover, *, **
marks must be used to present significance probability of

24: 193-195.
- Banerjee

S,

Sarkar

A.

1958b.

Spore-forms

in

p<0.05 or p<0.01 in statistical analysis. In multiple range

sporophores of Ganoderma lucidum (Leyss.) Karst.

test, alphabets of a, b, c, d, and etc. should be used and

Proc Indian Acad Sci 49: 94-98.

the explanations should be stated at the bottom.

- Park YJ, Nam JY, Yoon DE, Kwon OC, Kim HI,
Yoo YB, Kong WS, Lee CS. 2013. Comparison of

● Figures

anti-inflammatory, antioxidant and anti-allergic effects

Figures should be cited consecutively in the text by

of Ganoderma species mycelial extracts. J Mushroom

Arabic numbers. Figure numbers, titles and legends should
be typed double-spaced on a separate page. All figures
should

be

submitted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reproduction

without

in

such

retouching

form
or

as

to

permit

redrawing.

Line

Sci Prod 11: 111-115.
- Chang ST. 1993. The impact on mushroom industry
and mushroom products. In S.T. Chang, J. A. Buswell
&

S.

W.

Chiu.

(ed.),

Mushroom

Biology

and

drawings should be professionally drawn, or generated by

Mushroom Product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high-resolution computer graphics. Lettering on the figures

China.

should be of good quality and of a size that allows for

- Oh YL, Nam YG, Jang KY. 2017. Polymorphism of

eventual reduction of the figures. Each figure must be

species in Hypsizygus marmoreus with ISSR markers.

clearly numbered.

J Mushrooms 15: 273-278.
- Miller JH. 1972. Experiments in molecular genetics.

● Acknowledgements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Cold Spring

Acknowledgements of financial and personal assistance

Harbor, New York, USA. 352-355.

are to be given in a separate paragraph(s) as briefly as
possible.

- Seo GS. 1994. In vitro photomorphogenesis and
genetic diversity in the basidiomycete, Ganoderma
lucidum. Ph. D. Thesis. Tottori University. pp. 132.

● References

Tottori, Japan.

The References section should include all journal

- Bernhagen J, Elkine B, Geiger G, Tovar G, Vitzthum

articles, books, patents, and theses cited in the text, tables

F. 1999. Patent DE-198198889.2-44; PCT/WO/EP/99/

or figures. All items in this section should be written in

03047.

English. The initial version of a paper published in this
PAGE CHARGES
www.earticle.net

way can be cited by 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but, if available, the reference should also include the
citation of the final version.

Manuscripts accepted for publication in Journal of

Mushrooms will be charged a base fee of KRW 60,000

Arrange the citations in alphabetical order based on the

per paper (up to 6 pages). However, for the ones

first author's name. Cite the references in the text by

exceeding 6 page, fee is KRW 25,000 for each additional

author name(s) with the publication year. Single-and

page.

double-authored papers are cited by both authors' last
names, whereas papers with more than three authors are
cited by the first author's last name followed by et al. in

COPYRIGHTS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requires a

italic. Other relevant sources, such as articles submitted

corresponding

for

agreement

publication,

unpublished

data,

or

personal

on

author
behalf

to
of

sign

a

copyright

all

the

authors

transfer
for

the

communication, should not be listed in this section, but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Society's ownership and

can be cited

rights as well as for the protection of the original authors

in the text. Abbreviate journal names,

according to BIOSIS Serial Sources.

from misappropriation of their work. If this agreement is

Follow the styles shown in the examples below.

not carried out,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 Banerjee S, Sarkar, A. 1958a. Studies on heterothallism-

Science will not publish the manuscript. This agreement is

IV, Ganoderma lucidum (Leyss.) Karst. Sci and Cult

sent with the proofs to the corresponding author.

Author's Check List
Title of the manuscript:

Manuscript ID:
Please check below items as

mark before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1. General guideline
□ A manuscript contained an original manuscript, a checklist, and a statement copyright transfer was submitted online.
□ A manuscript followed the journal template and were typed in MS Word or Hangul.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 A text consisted of title, abstract, main tex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2. Cover page
□ Paper title and authors name were written both in Korean and in English.
□ The lower area of the cover page included the name, address, and email of the corresponding author.
□ In manuscript written in Korean, title, author name, and affiliation should be written firstly in Korean. The same
information should also be presented in English.
□ In manuscript written in English, authors should refer to the basic style defined for Korean ones.
3. Abstract and Keyword
□ Abstracts and keywords were written in English.
4. Main text
□ The order of the subtitle was described according to the journal template.
□ Figures and tables cited in numerical order as they are first mentioned in the text.
5. Reference

www.earticle.net

□ All articles in References were cited in the main text.
□ References were numbered according to numeric order.
□ All references were written in English, except books written in Korean.
□ The papers from Journal of Mushrooms were cited if the content is relevant.
□ The reference style was followed by the journal template.
6. Tables and figures
□ The titles and legends of tables and figures were written in English.
□ Photos were in high resolution.

Copyright Transfer Form
This form must be signed by the responsible author and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It is required to obtain a
written confirmation from authors in order to acquire copy right for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Mushrooms.

PUBLICATION TITLE:

Journal of Mushrooms

TITLE OF THE MANUSCRIPT:

MANUSCRIPT
ID: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COMPLETE LIST OF AUTHOR(S):

The copyright to this article is transferred to Journal of Mushrooms if and when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transfers any and all rights of the paper including all copyrights to Journal of Mushrooms. The
undersigned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paper is original source, with permission notices from the copyright
owners where required. The undersigned represents that he/she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make and execute this
assignment.
We declare that:
-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in the same form elsewhere.
- It will not be submitted anywhere else for publication prior to acceptance / rejection by this journal.
- A copyright permission is obtained for materials published elsewhere and which require this permission for
reproduction.
Furthermore, I/We hereby transfer the unlimitedwww.earticle.net
rights of publication of the above mentioned paper in whole to Journal
of Mushrooms. The copyright transfer covers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and distribute the article, including reprints,
translation, photographic reproduction, microform, electronic form (offline, online) or any other reproductions of similar
nature.
The corresponding author signs for and accepts responsibility for releasing this material on behalf of any and all
co?author(s). This agreement is to be signed by at least one of the authors who have obtained the assent of the
co?author(s) where applicable. After submission of this agreement sign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changes of
authorship or in the order of the author(s) listed will not be accepted.

Corresponding Author’s Full Name and Signature
Date:
Full Name:

Signature:

한국버섯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1. 본 규정은 (사)한국버섯학회 정관 제4조 3항에 명시된

소속된 주소를 쓰고 소속기관이 다른 공저자의 경우

학회지발간에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갖추어야 할 제반

해당 연구자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1,2로 표시하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소를 명시한다. 주저자나 교신저자의 주소가

2.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본 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성명이나 주소에 어깨부호를 붙이지 아니한

단, 회원과의 공동연구자(coauthored paper), 초청논문

다. 제출된 논문의 공식 접촉 저자 (Corresponding

(invited paper)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uthor)의 이름 상단에 *표시를 한다.

3. (논문의 자격)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
될 예정이 없는 독창적인 연구 논문에 한한다.

[Provider:earticle] Download by IP 211.228.12.17 at Monday, June 24, 2019 11:37 AM

(2014. 1. 16.; 2018. 2. 28 개정)

ABSTRACT(영문요약) : 영문 논문명, 저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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