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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Lentinula edodes.)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

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식용되어 온 버섯으로 수요와 생산

량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버섯생산이 확

대되는 추세에 있다. 표고는 주로 참나무원목을 이용하여 재

배하여 왔으나 재배기간이 길고, 재료에 대한 버섯으로의 회

수율도 낮다. 또한 앞으로 표고 재배용 원목의 수요가 많고 

참나무의 확보가 어려워 구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최

근 톱밥을 이용한 표고 재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Ando, 1974; Diehle and Royse, 1985; Royse, 1985). 표고 

톱밥재배에 있어 배지표면에 나무의 표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피막이 형성되도록 갈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적갈색으로 갈변화된 것은 외부공기와 접촉시켜도 다른 

균이 오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지내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버섯발생을 양호하게 한다. 그러나 표고의 품종에 따라 갈변

기간이나 갈변의 정도가 다르고, 갈변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

무 길어 농가에서는 그로 인한 시설비의 과다 투자와 배양실

의 확보 등의 문제로 재배농가의 확대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

서 표고톱밥 재배시 배지의 갈변을 촉진시키거나 갈변이 빠

른 균주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표고균사 갈변시 세포내 효

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표고 톱밥재배를 안정적으로 실

시하고 재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내 효소의 변화는 spectrophotometer에 의한 방법과 

등전점 전기영동에 의한 두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Spectrophotometer에 의한 세포내 효소의 측정

PDB배지에서 배양기간별로 갈변화된 균사를 건져내

어 증류수에 담가 배지성분을 제거하고 72시간 동안 동

결 건조하고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분쇄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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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awdust bag cultivation of Shiitake mushroom (Lentinula edodes) is getting increase. The mycelia 
browning on the substrate surface is important for the stable production. The development of methods for the 
rapid mycelia browning is quite required. In this study changes in intracellular enzyme during the mycelial 
browning were investigated to find the rapid mycelia browning. Mycelia of L. edodes was changed into brown 
color while it grew in agar and liquid media like sawdust substrates. Mycelia of L. edodes was started to change 
color at 25 days after inoculation and browning was occurred in whole mycelia colony at 30 days and browning 
was completed at 40 days. The activities of enzymes was evaluated in these periodically color changing mycelia. 
Laccase activity was highest at 15 days after inoculation on PDB, but it gradually decreased from 15 days. 
Tyrosinase activity drastically increased in period between 30 days and 40 days while mycelia browning was 
progressed. The kinds of phosphotase identified by electrophoresis were esterase, acid phosphotase, and alkaline 
phosphotase. Activities of phosphotase were increased before the initiation of mycelial browning but they were 
decreased after b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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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에는 Ca(OH)2 포화용액, 양극(+)에는 1 M 

phosphoric acid를 사용하여 100 V에서 1시간 전기영동 한 

료로 이용하였다. 시료에 1 mM의 ascorbic acid를 함유한 

50 mM sodium phosphate(pH 6.0)를 10배로 섞어 현탁시

켜 Waring 균질기로 1분 동안 homogenize한 후 11,000xg

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Whatman No. 1 여과지로 여과한 

후 -70℃에 보관하여 조효소액으로 하였다. 이 조효소액으

로 tyrosinase의 역가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의 역가는 

25℃에서 17.2 mM의 DOPA와 0.12%(w/v)의 SDS를 함유

한 2.6 ml의 100 mM Napi buffer(pH 6.5)용액에  조효소액

을 넣어 전체용적을 3 ml로 되게 하고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478nm에서 1분간의 변화량(ΔOD)을 측정하

여(extinction coefficient : 3313 M-1cm-1) 역가를 계산하

였다. Laccase의 측정은 30 mM의 guaiacol를 함유한 1.5 ml

의 100 mM Napi buffer(pH 6.5)용액에 조효소액을 넣어 전

체용적을 3 ml로 되게 하고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465 nm에서 1분간의 변화량(ΔOD)을 측정하여 역가를 계

산하였다(Yvonne 등, 1994)

등전점 전기영동에 의한 세포내 효소의 측정

PDB배지에서 15, 20, 25, 30, 35, 40일간 25℃, 200 Lux

의 조건에서 배양된 ASI 3046의 각 균사를 항온기에서 빼내

어 배지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차가운 1차 증류수로 여러 번 

씻어내고 -70 ℃ 냉동고에 2일 동안 보관 후에 동결 건조하

였다. 동결 건조한 균사를 유발에 담고 액체 질소를 넣어 미

세한 분말로 분쇄한 다음에 균사량을 3-4 g되게 정량하고 

여기에 3차 증류수를 100 ㎕ 넣고 페놀성분을 제거하기 위

하여 PVP 40,000을 첨가하였다. 증류수에 녹아 나온 단백질

을 추출하기 위해서 micro tube에 시료를 넣고 12,000 rpm

으로 4℃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본 시

험에 사용하였다.

등전점 전기영동을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등전

점 전기 영동법 (isoelectric focusing : PAGEIF)으

로 Osterman(1984)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젤

의 재료는 5.5%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에 pH Carrier로서 

pharmalyt(Pharmacia)를 2% 첨가하여 pH 범위를 조정하였

다(Table 1).

후 약 3시간 동안 200-600 V에서 전기영동을 하고 표준 염

색법에 준하여 효소를 염색하였다(Fig. 1).

Table 1. Composition of Electrophoresis gel 

Stocking Solution PAGII(㎖)

1)Acryl-bis(30%T-3%C) 29.2-0.8 

g/100㎖

2)Distilled water

3)Carrier pharmalytes

4)TEMED 0.2 ㎖/19.8㎖

5)Ammonium persulfates 0.18 g/5㎖

5.5

22.1

1.2

0.8

0.4

결과 및 고찰 

배양기간에 따른 표고균사의 형태적 변화

표고균사는 배양기간 중에 갈변되는 특이한 생리 현상을 

나타낸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톱밥배지가 아닌 한천

배지나 액체배지에서 균사 생장 기간동안 균사가 갈변되고 

있다. 균사를 15일 동안 배양하여 광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Prefocusing at 100 V for 30 min.

↓

Sample application on 10 ading

↓

100 V for 30 min.

                                                   ↓← Removing sample application

200 V to 600 V for 3 h

↓

Staining

Fig. 1. Procedure of electrophoretic condition.

Table 2. Composition of staining mixture

Enzyme 
(EC number) Buffer, substrate and dye

Esterase(3.1.1.1)

0.2M Phosphate buffer(pH 7.0),
100 ㎖ α-naphtyl acetate(15 mg)
in aceton 50 ㎖, Fast Blue RR salt 
10 ㎎

Peroxidase(1.11.1.7)
0.1M acetic buffer (pH 4.5) 100 ㎖,
1M CaCl2 2 ㎖, 1% banidine 4 ㎖, 
H2O2 100㎕

Alkaline
phosphatase(3.1.3.1)

0.05M Na acetate buffer (pH 5.5) 
100 ㎖,
1M MgCl2 1 ㎖, 1 M MnCl2 1 ㎖,
1% Na-α-naphtyl-phosphate 2 ㎖,
Fast Blue RR salt 90 ㎎

Acid 
phosphatase(3.1.3.2)

0.05M Na acetate buffer (pH 5.5) 
100 ㎖,
1M MgCl2 1 ㎖, 
1% β-naphtyl acid phosphate 3 ㎖, 
Fast Black K sal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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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균사는 갈변되기 시작한다. 이때 표고균사가 갈변되는 

조건은 배지의 종류, 배양온도, 배양기의 환기조건, 광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종 후 25일부터 균총의 밑으로 균사가 생

장되면서 균총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접종한 부위를 중심으

로 갈변이 이루어져 35일에는 균사 대부분이 갈색으로 변하

고 접종 후 40일에는 톱밥배지에서와 같이 두꺼운 표고 균사

의 갈색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고균사의 배양기간별 phenoloxidase 효소의 변화

표고균사 갈변에 관련된 효소들은 phenoloxidase로서 

phenoloxidase에는 tyrosinase, laccase와 peroxidase 등

이 속하며 이들은 과일, 채소류와 다른 음식들에서  갈변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Mayer and Harel 1979, 1991; 

Mayer 1987; Vamos-Vigyazo 1981; Robinson 1991). 

양송이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인 γ-glutanyl-hydroxy 

benzene에 tyrosinase이 작용하면 양송이 자실체가 갈변되

어 진한색깔을 띤 melanin을 형성한다(Yvonne 등, 1994)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도 표고의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는 tyrosinase일 것으로 추정되어 tyrosinase의 활성과 

표고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laccase의 활성을 균사 배양기

간별로 조사하였다(Fig. 3). 

Laccase는 균사생장 초기에는 약간 분비되었으나 갈

변이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는 초기에는 활력이 낮았으나 갈변되는 기간인 

Fig. 2. Changes of mycelial growth by different incubation period 

Fig. 3. Changes of phenoloxidase activities in L.edodes mycelia during mycelial b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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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peroxidase patterns of L. edodes by culture 

period in agarose gel after isoelectric focusing.  

Lane 1, 2, 3, 4 5 and 6 were cultures for 15, 20, 25, 30, 

35, and 40 days, respectively. 

30일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본 시험의 결과는 

tyrosinase가 갈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임을 나타내었

으나 갈변되는 물질이 앞서의 보고와 같이 멜라닌 물질인지

는 확인되지 않아 tyrosinase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는 차후

에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eroxidase는 phenoloxidase중의 하나로 갈변화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균

사를 동결건조하여 veratryl alcohol을 기질로 측정한 결과, 

거의 활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기영동에 의한 활력의 검

정은 Fig. 4와 같다. Peroxidase는 tyrosinase와 같이 갈변이 

진행될수록 활력이 증가하였으나 tyrosinase는 갈변 순간에 

높은 활력을 나타내었고 peroxidase는 균사의 배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두 효소의 발현 양

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Peroxidase는 2차대사에 관여하는 효소(水野와 川合, 

1992)로서 균사가 자란 후에도 분비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

문에 직접적으로 갈변에 관여하는 지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 phenoloxidase가 갈변

과정중 증가됨으로서 갈변에 의해 증가되는 것인지 갈변을 

촉진시키는 효소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으로 생각되나 기존의 연구보고들(Mayer and Harel, 1979, 

1991; Vamos-Vigyazo, 1981; Mayer 1987; Robinson, 

1991; Yvonne 등, 1994)에 의하여 이들 효소들이 갈변에 관

여될 것으로 추정한다.

표고균사 배양기간에 따른 phosphatase효소의 변화

Phosphatase계통의 효소는 세포벽내에 존재하며 배지로 

분비되지는 않으나 물과 함께 마쇄하였을 때 쉽게 방출된다

(Leatham, 1985). 이 효소는 자실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Leatham and Hasselkus, 1989)되어 있으나 

정확한 조직내의 위치, 특성 그리고 기능에 대하여는 밝혀지

지 않았다. 

일부보고에서는 배지내에서 phosphorylate 화합물로부

터 인의 방출과 재활용(recycling)에 관련된 역할(Sloane-

Stanley, 1961)과 생장이나 대사과정 중 세포내 인의 

regulation(Lin and Clinton, 1986)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Phosphatase계통의 ester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등 3종류의 효소에 대하여 균사상태에서 갈

변시킨 후 전기영동 pattern을 비교하였다(Fig 5). 세 효소 

모두 갈변이 시작되는 30일 동안의 배양까지 서서히 증가

Fig. 5 .  Changes of phosphatase patterns of L. edodes by culture period in agarose gel after isoelectric focusing. Lane 1, 2, 3, 4 5 

and 6 were cultures for 15, 20, 25, 30, 35, and 40 days, respectively. 

Ester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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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갈변이 본격화되는 35일부터는 활력이 급격히 감

소하였다. 특히 표고에서 phosphatase계통 효소 중 acid 

phosphatase는 자실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Leatham and Hasselkus, 1989) , 배양직후 영양

생장을 멈추었을 때 가장 높은 활성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eatham, 1985).

적   요

표고균사가 액체배지나 한천배지에서 생장하여 숙성되는 

동안 갈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표고균사는 접종 25일부터 

갈변이 시작되어 30일부터 균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시

작해 접종 40일까지 갈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때 균사내

의 효소의 활력을 조사한 결과 phenloxidase계통의 효소들

은 laccase는 접종 15일에 가장 높았으며 갈변이 되면서 점

점 감소되었으나 tyrosinase는 갈변이 이루어지는 30일부

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peroxidase는 등전점 전기영동에 의

하여 조사한 바 갈변이 이루어지는 30일부터 서서히 증가

하였다. 등전점전기영동에 의해 조사된 phosphatase효소는 

ester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를 조사하

였으며 균사의 갈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접종 30일까지는 

증가되었으나 그 이후 갈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급격

히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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