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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균주 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유기용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리그닌(유기용매 리그닌)의 생분해에 합한 우수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 

우선 분양받은 15개의 백색부후균을 상으로 shallow stationary cultur (SSC)배지와 malt extract broth 

(MEB)배지에 유기용매 리그닌의 첨가에 따른 Remazol Brilliant Blue R (RBBR)의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RBBR 탈색능 결과, SSC 배지에서 Ceriporiopsis subvermispora, Ceriporia lacerate, Fomitopsis in-

sularis, Phanerochaete chrysosporium, Polyporus brumalis, Stereum hirsutum 등 6종의 백색부후균에서 

격한 흡 도 변화를 나타냈다. 배양 기에 격한 흡 도 변화를 나타낸 6개의 백색부후균을 상으로 균체 외 

단백질 농도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선발된 6개의 균 에서 S. hirsutum과 P. chrysosporium

은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높은 단백질 농도가 측정되었다. 반면,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은 F. 

insularis에서 배양 6일째에 manganese peroxidase (MnP) 활성이 1,545 U/mg, laccase 활성은 1,259 U/mg으

로 최고 활성을 나타냈다. 결론 으로, 균체 외 단백질 농도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이 반 으로 높았던 

STH*와 MnP  laccase의 활성이 가장 높은 FOI가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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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utstanding white rot fungi for biodegradation of organosolv lignin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ligninolytic enzyme system. Fifteen white rot fungi were evaluated for their

ability to decolorize Remazol Brilliant Blue R (RBBR) in SSC and MEB medium, respectively. Six

white rot fungi (Ceriporiopsis subvermispora, Ceriporia lacerate, Fomitopsis insularis, Phanerochaete

chrysosporium, Polyporus brumalis, and Stereum hirsutum) decolorized RBBR rapidly in SSC me-

dium within 3 days. The protein contents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manganese peroxidase (MnP)

and laccase for 6 selected fungi were determined on the SSC medium with and without organo-

solv lignin. Interestingly, extracellular protein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to relative higher

for S. hirsutum and P. chrysosporium in the presence of organosolv lignin than others. On the 

other hands, each fungus showed a different ligninolytic enzyme pattern. Among them, F. in-

sularis resulted the highest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on incubation day 6, indicating of 1,545

U/mg of MnP activity and 1,259 U/mg of laccase activity. In conclusion, STH* and FOI were con-

sidered as outstanding fungi for biodegradation of organosolv lignin, because STH* showed high

extracellular protein contents and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over all, and ligninolytic enzyme

activities of FOI were the highest among white rot fungi used in this study.

Keywords : white rot fungi, ligninolytic enzyme systems, MnP, laccase, organosolv lignin

1. 서  론

최근 인구 증가  에 지 소비의 증가에 따른 환

경 문제로 인해 기존의 화석 에 지를 신할 새로운 

체 에 지의 개발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

함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체 에 지 

연구가 재 각 받고 있다(Hamelinck et al., 2005; 

Mason, 2007). 이에 따라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변환 

공정상에서 생성되는 리그닌을 포함한 다양한 부산

물을 활용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tewart, 2008).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구성 성분  하나인 리그닌

은 지 까지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

하는데 있어 해 인자 는 부가가치의 부산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

오에탄올 생산 증가와 함께 생성된 리그닌에 한 고

부가가치화에 한 심이 증 되면서 리그닌을 천

연 고분자로 직  이용하거나 바이오리 이 리 공

정 도입을 통하여 리그닌 유래 유용 화합물을 생산하

고자 하는 연구가 재 진행 에 있다(Sahoo et al., 

2011; Stewart, 2008). 

이러한 리그닌 변환 공정  하나인 미생물을 이용

한 리그닌 변환 공정은 낮은 에 지 소모와 함께 친

환경 공정으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된다.

리그닌을 변환시킬 수 있는 표 인 미생물인 목

재부후균은 박테리아와는 달리 복합 인 효소시스템

을 바탕으로 비특이 으로 빠르고 범 하게 기질

과 반응하므로 리그닌으로부터 다양한 산물을 생성

할 수 있다(Martínez et al., 2005). 

담자균류에 속하는 목재부후균은 목재를 부후시키

는 형태에 따라 백색부후균과 갈색부후균으로 나뉘

며, 백색부후균은 목재 내 리그닌을 분해시켜 부후가 

진행되면서 백색으로 변하는 형태학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반면 갈색부후균은 목재 내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먼  분해시켜 리그닌이 잔류하게 

되어 부후가 진행되면서 목재는 갈색을 띠게 된다

(Schmidt, 2006).

이  백색부후균은 특징 인 리그닌 분해효소 시

스템을 가지고 리그닌을 선택 으로 생분해 한다. 

표 인 리그닌 분해 효소로는 lignin 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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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hite rot fungi

No. White‐rot fungi (species) Abbreviation

1 Ceriporiopsis subvermispora (KUC 8904) CES

2 Crustoderma flavesescens (KUC 8001) CRF

3 Ceriporia sp. ZLY-2010 CER

4 Ceriporia lacerate (KUC 8090) CEL

5 Coriolus consors (#20271) COC

6 Fomitopsis insularis (#48) FOI

7 Heterobasidium HEI

8 Lentinus edodes (600) LEN

9 Phanerochaete chrysosporium PCH

10 Phanerochaete chrysosporium (KCTC 6728) PCH6728

11 Polyporus brumalis (KFRI 20912) POB

12 Pleurotus ostreatus (JPN) PLO

13 Stereum hirsutum (KFRI 234) STH

14 Trametes versicolor (JPN) TRA

15 Stereum hirsutum * STH*

(LiP; EC 1.11.1.14), manganese dependent perox-

idase (MnP; EC 1.11.1.13), laccase (Lac; EC 1.10.3.2)

가 있으며 효소분류학 으로 산화․환원 효소에 속

한다(Schmidt, 2006). LiP와 MnP는 과산화수소 존

재 하에 phenoxy radical과 cation radical을 형성함

으로써 리그닌 분해를 유도한다. LiP는 주로 lignin

의 C-C 결합의 분해를 야기하며, benzyl alcohol을 

aldehydes  ketones으로 산화시키기도 한다. MnP

는 Mn²⁺를 Mn³⁺로 산화시키며 Mn³⁺가 지니고 있는 

에 지가 비특이 으로 단일 자 달을 유도함으

로써 페놀성 물질의 수산화기에서 phenoxy radical

을 형성하여 리그닌 분해를 유도한다. Lac의 경우에

는 phenol oxidase로 과산화수소 없이 산소 하에서 

리그닌 분해반응을 유도한다(Schmidt, 2006; Tien, 

1987). 이러한 백색부후균의 복합 인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은 비특이 인 반응을 유도함에 따라 동

시 다발 으로 리그닌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Hammel et al., 1993; Wariishi et al., 1991). 

부분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주로 Phanerochaete chrysosporium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

른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De Jong et al., 

1992; Nerud et al., 1991; Vyas, 1995 & Molitoris, 

1995). 다양한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

템에 한 연구를 진행하기 해 Poly B-411, Poly 

R-478, Remazol Brilliant Blue R (RBBR) 등과 같

은 염료를 이용한 균주 선발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Glenn & Gold, 1983; Machado et al., 2005). 특히 

RBBR은 산업용 염료  하나로, 화학 으로 안정하

며, 수용성, 렴한 가격, 낮은 독성 등의 특징을 바

탕으로 담자균류의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지표로 이

용되어 왔다(Machado et al., 200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백색부후

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리그닌으

로부터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성하기 해, 우선 리

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 백색부

후균에 의한 RBBR의 탈색능을 비교하고, 표 인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함으로써 백색부후균

의 종류에 따른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을 평가하

다. RBBR의 탈색능과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의 결

과를 종합하여 최종 으로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발하고자 하 다. 



홍창 ․김호용․장수경․최인규

－ 22 －

Table 2. Composition of SSC media (per 1ℓ

distilled water)
Component Concentration

Glucose (C6H12O6) 1%

Ammonium tartrate (C4H12N2O6) 1.08 mM

KH2PO4 14.7 mM

MgSO4⋅7H2O 2.03 mM

CaCl2⋅2H2O 0.68 mM

Thiamine⋅HCl 2.97 mM

Trace element solution (홍창 , 2010) 10 ㎖/liter

Table 3. Composition of MEB media (per 1ℓ 

distilled water)

Component Concentration

Malt extract base 0.6%

Maltose 0.18%

Dextrose 0.6%

Yeast extract 0.12%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재부후균은 백색부후균으로

서 PDA배지에서 28°C, 7일 동안 선배양 시켰으며, 

생장 후 4°C에서 보 하 다. 임의로 선택된 백색부

후균은 총 15가지로 Table 1과 같다. Ceriporiopsis 

subvermispora (KUC 8904)와 Crustoderma flave-

sescens (KUC 8001), Ceriporia lacerate (KUC 8090)

은 고려 학교에서 분양받았으며, P. chrysosporium 

(KCTC 6728)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에서, Polyporus brumalis (KFRI 20912)와 Stereum 

hirsutum (KFRI 234)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양받

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균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기용매 리그닌은 백합나무 

Liriodendron tulipifera를 이용한 유기용매 처리 

공정에서 리그닌 생산 최  수율을 나타낸 조건인 

50% 에탄올, 1.6% H2SO4을 매로 사용하여 151°C

에서 16분 동안 반응시켜 획득한 리그닌이다.

2.2. RBBR을 이용한 백색부후균의 탈색능

15개의 백색부후균은 shallow stationary culture 

(SSC) 배지와 malt extract broth (MEB) 배지에 

종시켰으며, 그 조성은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50 ㎖ 삼각 라스크에 배지를 9.88 ㎖씩 넣고 sili

stopper로 막은 뒤 121°C에서 15분간 멸균하 다. 

SSC 배지의 경우, thiamine HCl과 trace element sol-

ution을 0.2 µm filter로 여과 후 0.12 ㎖을 첨가하 다. 

각각 라스크에 100 µM RBBR과 유기용매 리그

닌 100 ppm이 되도록 첨가하 다. 그리고 균사 건

무게가 0.005 g이 되도록 균사 탁액을 종한 후, 

0.1 mM H2O2의 첨가와 함께 반응을 시작하여, 28°C 

배양기에서 정치 배양시켰다. 유기용매 리그닌 첨가 

후, 각 1, 2, 3, 5일에 원심분리기(12,000 rpm, 15분, 

4°C)와 0.2 µm cellulose acetate filter를 이용하여 얻

어진 상층액을 UV 분 도계(Shimadzu 1601P, 

Japan)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2.3. 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 

Aldrich Chemical Co., USA)을 표 시약으로 이용

하여 Bradford 방법을 통해 측정하 다(Bradford, 

1976). 반응 혼합물은 Bradford 용액 1 ㎖에 샘  용

액 0.1 ㎖을 첨가하여 반응시켰으며, 1시간 내에 UV

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2.4. 균체 외 효소 활성

균체 외 효소 활성 측정 방법은 RBBR 탈색능 실

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지는 SSC배지

를 사용하 다. 배지에 0.005 g 균사 탁액을 첨가

한 후, 2일 동안 선배양하여 100 ppm 유기용매 리그

닌을 첨가하 다. 유기용매 리그닌의 첨가 여부에 따

라 조구와 실험구,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유기용매 리그닌 첨가 후, 각각의 배양 일에 원심

분리기(12,000 rpm, 15분, 4°C)를 이용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통해 15일 동안 2일 간격으로 효소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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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BBR decolorization by white rot fungi in SSC medium as determined by UV spectropho-

tometer at absorbance 593 nm.

측정하 다.

Manganese peroxidase (MnP) 활성은 2,2 ˊ-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ε420 = 36,000 M-1cm-1)을 기질로 사용하 다. 0.2 

M lactate buffer (pH 4.5) 0.8 ㎖에 50 ㎕ ABTS 

(0.8 g/l), 33 ㎕ 6 mM MnSO4 그리고 100 ㎕ 상층액

을 첨가한 후, 17 ㎕ 0.1 mM H2O2를 첨가하여 반응

을 시작하 다.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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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도를 측정하 으며, 효소 활성은 아래의 식을 통

해 계산하 다(Kr mář, 1999; Lee, 2005). 

MnP activity (unit/mg)

=
ΔAbsorbance × 106 × Total volume

Δ time ×ε420 × Sample weight

Laccase 역시 ABTS를 기질로 사용하 으며, 0.85 ㎖ 

0.2 M lactate buffer (pH 4.5)에 50 ㎕ ABTS 그리고 

100 ㎕의 상층액을 3분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효소 활성은 아래의 식을 통

해 계산하 다(Kr mář, 1999; Lee, 2005; Lee et al., 

2007). 

Laccase activity (unit/mg)

=
ΔAbsorbance × 106 × Total volume

Δ time ×ε420 × Sample weight

3. 결과 및 고찰

3.1. RBBR을 이용한 백색부후균의 탈색능

백색부후균에 의한 RBBR의 탈색능을 이용하여 

15개의 백색부후균에 한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별하고자 하 다. 이 까지 우수 균주 

선발 방법으로 이용했던 기질에 한 생장속도  

항성 테스트는 기질의 생분해와 련된 백색부후균

의 효소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스템을 바

탕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며,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에 따라 색 변화를 나타내는 염료  하나인 RBBR

을 이용하여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

별하고자 하 다(Glenn & Gold, 1983).

Remazol Brilliant Blue R (RBBR)을 이용하여 15

개의 백색부후균에 의한 탈색능을 살펴본 결과, SSC

배지에서는 몇몇의 백색부후균을 제외하고 일반 으로 

배양 2일에서 3일 사이에 흡 도가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특히 POB의 경우, RBBR

의 첨가와 함께 배양 1일째부터 격한 흡 도의 변

화를 나타냈으며, CES, CEL, PCH6728 그리고 STH* 

역시, 배양 2일째에 0에 가까운 흡 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 부분은 조구에서 더 많은 흡 도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STH*의 경우 이들과 달리 조

구에 비해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의 흡

도 변화가 더 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MEB 배지의 경우, SSC배지의 결과와 비슷한 경

향을 나타냈으며 CES, CRF, CEL, STH 등에서 격

한 흡 도의 변화를 나타냈다(Fig. 2). 하지만 SSC

배지에서 2~3일 사이에 격한 변화를 나타난 것에 

비해 MEB 배지에서는 4일 이후에 흡 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 정도가 덜하다.

RBBR은 반응성이 좋은 anthraquinone을 기본으

로 한 염료로, 이들은 안정 이며, 순도가 높고, 분

도계를 이용해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한 리그닌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짐

에 따라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측정에 이용된다 

(Novotný et al., 2001). Vyas and Molitoris (1995)

는 백색부후균 Pleurotus ostreatus에서 분비되는 

MnP  laccase 등에 의해 RBBR의 탈색 상이 나

타난다고 보고하 으며, Machado et al. (2005)은 

RBBR을 이용하여 담자균류의 리그닌 분해효소 시

스템을 연구하 다. 물론 리그닌과 상용화 염료 사이

에는 물리  성질의 차이가 있지만, 백색부후균에 의

한 리그닌 분해 시스템과 염료의 탈색 시스템 둘 다 

공통 으로 백색부후균의 이차 사과정을 통해 일

어난다. 다시 말해서, 백색부후균은 리그닌 분해 효

소에 의한 매시스템을 바탕으로, 두 기질에 해 

수산화기 라디칼을 형성함으로써 생분해를 야기하는 

것이다(Glenn & Gold, 1983). 

이 게 상용화 염료인 RBBR을 이용한 균주 선별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균에 따른 다른 효소 시

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P. chrys-

osporium을 이용한 이 의 연구 결과와 달리, 두 P. 

chrysosporium 균주  PCH 6728에서만 격한 흡

도 감소를 나타냈으며, P. chrysosporium 외에 다

른 백색부후균에서 더 빠른 RBBR 탈색능을 나타냈

다. 이 까지는 P. chrysosporium이 생분해 연구에 

있어 우수한 균주로 평가받았지만, 백색부후균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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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BBR decolorization by white rot fungi in MEB medium as determined by UV spectropho-

tometer at absorbance 593 nm.

에 따라 다른 효소 시스템을 가지며, 환경에 따라서 기

질 분해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Beaudette 

et al., 1998; Pointing, 2001; Tekere et al., 2001).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배지의 조성성분에 따

라 백색부후균의 효소 활성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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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tracellular protein contents of selected white rot fungi in culture medium.

인할 수 있었다. SSC배지에서는 MEB배지와 달리 

더 격한 RBBR 탈색능을 보 는데, 이는 두 배지 

구성성분의 차이에 따른 백색부후균의 효소시스템에 

미치는 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SSC배

지는 질소제한배지  하나로,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SSC배

지의 구성성분을 살펴보면(Table 2), glucose 외에 

다양한 무기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race element solution에는 Mg, Mn, F, 

Co, Ca, Cu, Zn, Mo, Al까지 다양한 원소가 함유되

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Tien, 1987). 특히 

SSC배지에서의 Cu와 Mn은 MnP와 laccase 활성에 

향을 미친다. MnP의 경우, Mn2+를 Mn3+로 산화

시키는데, Mn2+가 mnp 유 자 사를 조 하여 

MnP의 발 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아래의 반응식과 

같이 Mn에 향을 받아 산화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Bonnarme & Jeffries, 1990; Wong, 2009). 

반응식 (1) 2Mn (Ⅱ) + 2H+ + H2O2 

→ 2Mn (Ⅲ) + 2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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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case는 multi‐copper (Cu) 효소 그룹에 속하

는 효소로, 효소 내 보조인자인 Cu에 의해 기질의 라

디칼 형성을 유도하면서 산화반응을 일으킨다(반응

식 (2)) (Wong, 2009).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laccase

는 배지 성분에 따라 laccase 유 자 발 이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Cu를 함유한 배지에서 기존보다 높

은 활성  효소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Baldrian & Gabriel, 2006; Faraco et al., 2003). 

반응식 (2) Cu2+ → Cu1+

O2 + 4RH (aromatic substrates) 

→ 4R⋅+ 4H+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SSC 배지에서 RBBR의 

빠른 탈색은 trace element solution에 함유되어 있

는 무기원소의 작용에 따른 효소 활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에서 언 했듯이, SSC배지는 MEB배지에 

비해 질소가 덜 함유된 배지로, 질소는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생산에 매우 요한 요소라고 리 

알려져 있다(Bonnarme & Jeffries, 1990; Buswell 

et al., 1995). 이  연구에서는 배지 내 질소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환됨에 따라 균체 외 리그닌 분해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며, 배지 내 질소가 많이 함유

된 상태에서 균체 외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 다(Bonnarme & Jeffries, 1990; 

Fenn & Kent Kirk, 1981). 한 암모늄 이온(NH4
+)

의 첨가는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일시 으로 해

한다(Fenn et al., 1981; Keyser et al., 1978). 암모

늄 이온(NH4
+)은 P. chrysosporium을 포함한 다양

한 균에서 NADP-glutamate dehydrogenase의 활성

을 증가시키며, 이는 균의 이차 사와 련된 효소 

분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Hynes, 1974; 

Keyser et al., 1978). 뿐만 아니라 배지 내 질소화합

물의 첨가는 미생물의 경쟁  질소 사를 야기함에 

따라, 리그닌 생분해와 련된 주요 효소의 보조인자

를 생화학 으로 억제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Keyser et al., 1978).

따라서 SSC 배지의 경우, trace element solution

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원소의 작용  질소의 빠른 

환과 함께 리그닌 분해 효소의 활성이 증가됨에 따

라 RBBR의 탈색능이 빨리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3.2. 유기용매 리그닌 첨가에 따른 

단백질 정량 및 효소 활성

RBBR의 탈색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격한 탈

색능을 보이면서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

에서 더 높은 탈색능을 보인 균주를 선발하여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 다. SSC

배지에서 단시간에 격한 탈색능을 보인 6개의 균

주를 선택하여, SSC배지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체 외 단백질 농도는 

선발된 6개의 균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단백

질 농도의 경우,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STH*와 PCH6728

은 유기용매 리그닌 첨가 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STH*의 경우, 유기용매 리그닌의 첨가와 함께 단백

질 농도가 격히 증가하 으며, PCH6728은 첨가 

후 2일 후부터 높은 농도를 유지하 다. 그리고 CEL

은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미세하지

만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외에 

다른 균주들은 조구와 실험구 사이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하지만 균체 외 효소 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선발

된 6개의 균주에 따라 매우 다른 MnP  laccase 활

성을 나타냈다. 우선 균체 외 단백질 농도 결과에서 

조구와 실험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FOI는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배양 

6일째 MnP 활성이 1,545 U/mg, laccase 활성은 

1,259 U/mg으로 최고 활성을 나타냈다(Fig. 4). 그

러나 CEL의 경우, 균체 외 단백질 농도에서는 유기

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

했던 반면, MnP와 laccase활성은 배양 3일째에 3.85 

U/mg, 0.41 U/mg으로 매우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PCH6728과 STH*은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

구의 균체 외 단백질 농도가 다른 백색부후균에 비해 

높았지만, MnP  laccase 활성은 FOI에 비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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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H*

Fig. 4. Extracellular enzymes activities of selected white rot fungi in culture medium.

나타났다(Fig. 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선발된 백색부후균의 균체 외 

효소시스템에 한 반 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균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효소 

시스템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체 외 

단백질 농도의 경우, 체 으로 6개 균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진 않았지만 MnP와 laccase 활성 측정 결과, 

그 활성의 차이가 크게는 3,000배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 게 균체 외 단백질 농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

지만,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에서 매우 다른 결과

가 나타난 것은 MnP  laccase외에 다른 효소의 작

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균이 분비하는 균

체 외 효소에는 MnP, laccase뿐 아니라, 표 으로 

glyoxal oxidase (E.C. 1.2.3.5), aryl alcohol oxidase 

(E.C. 1.1.3.7), 그리고 glucose oxidase (E.C. 1.1.3.4) 

등이 있다(Pointing, 2001). 그리고 아직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지 않은 백색부후균의 경우 리그닌 분해 

효소 외에 다른 다양한 효소를 분비했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효소 시스템이 작용했을 것이

라 사료된다. 결론 으로 유기용매 리그닌의 생물학

 변환 연구를 계속 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MnP, 

laccase뿐 아니라 다른 효소 시스템의 여 가능성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과 RBBR 

탈색능 결과를 종합해보면, 선발된 백색부후균의 리

그닌 분해 효소 활성은 유기용매 리그닌의 첨가와 함

께 배양 기인 2~3일 내에 높은 활성을 나타냈는

데, 이는 RBBR 탈색능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선발된 6개의 균 모두 2~3일 내에 RBBR이 거의 탈

색됨에 따라 낮은 흡 도를 보 기 때문이다. 결국 

선발된 백색부후균 모두 배양 기에 효소를 분비하

여 기질에 작용했을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유기용매 리그닌의 생분해 연구에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s. 3과 4를 살펴보면, 유기용매 리

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의 단백질 농도  효소 활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첨가

한 유기용매 리그닌이 기질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기

질유사체(substrate analogu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활성형 효소 단백질의 생성을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장 식, 2010; Tien, 1987). 하지만 아직

까지 리그닌 분해 효소의 mRNA 사(transcription)

와 리그닌 분해 효소 단백질의 번역(translation) 증

가 등에 의한 유 자 발  때문인지에 해서는 밝

지지 않았다(Tien, 1987).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한 분자생화학  근을 통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용매 리그닌의 첨가에 

따라 균체 외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균은 CEL, PCH6728, STH*이었으며,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이 높았던 균은 FOI, STH*이었다. 따라서 

균체 외 단백질 농도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이 

반 으로 높았던 STH*가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하지만 균

체 외 단백질 농도의 경우, 서로 다른 균들간에 차이

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MnP  laccase의 활성이 가

장 높은 FOI가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 까지 MnP  laccase

에 의해 리그닌이 분해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아직까

지 밝 지지 않은 다양한 백색부후균의 효소 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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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리그닌 생분해가 유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CEL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 으로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기

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발할 필요가 있으

며, 시 에서 더 나아가 분해산물 분석  유기용

매 리그닌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유기용매 리그닌의 생물학  변환 연구의 기  자료

로 이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색부후균의 리그닌 분해 효소 시

스템을 이용한 리그닌 유래 고부가가치 화합물 생산 

연구를 해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를 선별하고자 

백색부후균에 의한 RBBR의 탈색능과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백색부후균의 RBBR 탈색능 결과, SSC 배지에서 

2~3일 내에 변화를 나타났으며, CES, CEL, FOI, 

PCH6728, POB 그리고 STH*가 격한 흡 도 변화

를 나타냈다. SSC 배지는 질소제한 배지  하나로, 

trace element solution에 다양한 무기원소를 포함함

에 따라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높이는 결과를 야

기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RBBR의 색 변화는 

표 인 리그닌 분해 효소의 산화 반응을 통하여 

RBBR의 발색단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균체 외 단백질 농도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STH*과 PCH 6728의 경우, 유기용매 

리그닌을 첨가한 실험구에서 높은 단백질 농도가 측

정되었다. 하지만 리그닌 분해 효소 활성은 FOI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균에 따라 리그닌 분해 효소 외에 다른 효소

시스템을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유기용매 리그닌 

생분해 우수 균주 선발에 있어 리그닌 분해 효소뿐 

아니라 다양한 효소 시스템에 한 반 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백색부후균에 의한 유기

용매 리그닌의 생물학  변환  유용화합물 생산 연

구에 기  자료로서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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