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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로운 균주가 육종되었을 때 그 균주가 장기간 고유특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 할수록

균주는 퇴화를 거듭한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초저온에서의 균주보존 후 균사의 활력과 온도가 생

존에 미치는 영향과 표고균주가 동결하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저온 처리별 균주보존결과

표고균주의 생존은 -20oC에서 50일간 보존하면 사멸했으며, -80oC와 -196oC에서 보존한 균주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생존하였다. 저온 처리별 균사생장속도는 -80oC에서 보존한 균주들의 재생속도가 가장 빨랐다. 균사의 정단

부분과 말단부분에 대한 저온 처리별 균주보존 결과 부분별 위치는 균사의 활력과 생존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프

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표고균주의 동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한 결과 균주별 각기 다른 어

는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표고의 자실체 발생 온도형과 균주별 어는점과의 관계는 관련이 없었다. 프로그램이 가

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표고균주의 동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태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낮은 온도로

동결을 시도하였지만 균주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Abstract: New strain needs to maintain desirable characteristics for long term when it was bred, but in lapse

of time it degenerates into a bad condition. Therefore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viability and survival

rates of Lentinula edodes strains were examined after cryopreservation. Also, liquid nitrogen preservation for L.

edodes has been proved to be one of the most reliable method. However, a mechanical damage of strain is

inevitable during cryopreservation of the fungus because the fungus is very sensitive to stress of cooling rate in

the freezing process. So we tried to find out state change of L. edodes with a programmable freezer. L. edodes

strains were preserved at -20oC, -80oC and -196oC for 50 days. At -20oC, its mycelial growth became extinct.

When thawed, the growth of mycelia which were preserved at -80oC was fastest. Attempts were made to

investigate viability of L. edodes strains after freezing at -80oC and -196oC, respectively. As the result, more

than 90% showed high survival rate of strains tested at -80oC and -196oC. Mycelial growth between apical and

basal parts of colony after freezing preservation for 50 days was compared. At apical and basal parts, the

survival rates showed 100% at -80oC, but 98% and 94% at -196oC, respectively. We confirmed that the ice

crystal formation temperatures of L. edodes strains were -6.0oC for Sanlim 1, -5.5oC for the Sanlim 2, -4.0oC

for the Sanlim 3 and -15.5oC for the Sanzo 302.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L. edodes strains showed

completely different responses to the ice crystal formation. We knew the fact that even the same species,

especially L. edodes, they displayed completely different responses to the same freezing condition. Also,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nection between temperature type and freezing point. And a protocol was tried to

minimize state change of L. edodes strains using programmable freezer when they are frozen, but it was not

effective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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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고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상업적인 가치가 높은 버

섯이기에,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다(박원철 등,

2006). 개발된 품종들은 본래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

기보존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보

편적으로 장기보존방법은 영양한천배지에서 주기적인 계

대배양 방법을 통해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계대

배양은 적어도 매년 한번정도는 신선한 배지로 옮기는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된 것들을 바탕으로

재배가 이루질 경우 버섯발생에 있어서 생산성 감소와 품

질 악화 같은 생리적 및 유전적 특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Smith, 1991). 또한 계대배양은 퇴화의 원인이 되기

도 하는데, 영양한천배지는 양분고갈, 산소결핍, 독성물질

축적, 비 선호상태로의 pH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Chang and Miles, 2004). 새로운 균주가 육종되었을 때

장기간 균주특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균주는 퇴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퇴화를 막기 위해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초저온에서 보존하는 것

이다. 표고는 25oC에서의 균사생장이 가장 활발하고, 30oC

에서의 균사생장은 느려지며, 35oC이상에서는 균사생장

이 멈추고 40oC이상이 되면 균사자체가 사멸하였다. 이는

고온으로 갈수록 표고균사의 내성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Chang and Miles, 2004).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주

보존에 대한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져 왔다. 곰팡이 보

존을 위해 과거에는 광유보존방법(Buell and Weston, 1947;

Borman et al., 2006), 토양의 포자형성법(Bakerspigel,

1953)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저온에서의 균주보존은

Hwang(1960)에 의한 균주의 활력검정이 시도되었으며,

Ohmasa 등(1992)은 균주보존 온도를 저온별로 구분하여

균사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멸균

증류수를 사용한 담자균류 버섯균주의 보존(이동훈 등,

1998)과 폴리프로필렌 스트로를 이용한 곰팡이의 액체질

소 보존방법(전영아 등, 2006)을 통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해 왔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장기보존방법으로 균주의 유

전적 안전성 및 각자가 희망하는 특성을 유지시키고자

-80oC 저온냉동고에 직접 동결을 시키는 방법이 실행되었

다(Ito and Yokoyama, 1983; Ito, 1993). 또한 액체질소

보존방법(-196oC)은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서 인식되

어 오고 있다(Chvostová et al., 1995). 일반적으로 액체질

소에 의한 균주보존은 균사체를 포함한 한천 블록에 넣은

동결보호제로서 Glycerol, DMSO(dimethyl sulfoxide),

Sucrose, PVP(polyvinyl pyrrolidone), PEG(polyethylene

glycol), Dextrin 등을 넣고 농도를 조절해가며 보존하는 방

식이다(Hwang, 1968; Ohmasa et al., 1992; Terashita et

al., 2003). 이와 같은 방법은 한천 블럭을 빨대에 넣고 보

존하거나(Elliott, 1976), 동결 보호제 없이 cryotube에 빨

대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Hoffmann,

1991; Mata et al., 2000). 또한 운반자(carrier)로 폴리스티

렌 구슬(Belkacemi et al., 1997), 질석(Homolka et al.,

2001; Homolka et al., 2006), 혹은 톱밥(Kitamoto et al.,

2002)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한천을 대신할 수 있는 운반

자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렇게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보존되는 균주들은 곧바로 액체

질소에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균사체

들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균사체 생존에는 균

주보존 시 동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하

여 표고는 아시아권에서 매우 중요한 상업적인 버섯임에

도 불구하고, 액체질소에 의한 장기보존 방법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Mata et al., 2000).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관중인 표고 균주를 대상으로 실

험실에서 가능한 초저온 보존장치(-20oC, -80oC, -196oC)

에서 균주를 보관하고 균주 동결이 균사의 활력과 생존율

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균주

가 동결시 일어나는 상태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프

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균주배양 및 동결전 처리

일반적으로 동결시료로서는 평판배양, 사면배양, 톱밥

배양, 자실체, 배양한 종균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長場崎, 1999).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산림1호를 비

롯한 11개 균주로 국립산림과학원 균주보존실에 균사체

상태로 보존중인 것을 사용하였다(Table 1). 초저온 보

존을 위해 사용된 공시균주들은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배지에서 유지되어 온 균주로서 새로운

PDA 배지에 23oC에서 15일간 배양된 것을 사용하였다.

15일정도 배양된 균주들은 cork borer(직경 6.98 mm)를

이용하여 5조각의 균사를 떼어 10% Glycerol이 함유된

1 mL cryogenic tube(山과 伊, 1983)에 넣고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에 4oC냉장고에서 4시간 이상 보관하

였다. 초저온 처리를 위해서 4oC에 준비되어 있는 공시

균주는 전처리 없이 -20oC, -80oC, -196oC 저장고에 직

접 넣어 동결시켰다. 그리고 균사의 활력과 생존율을 확

인하기 위해 동결 보존된 공시균주들은 10일과 50일 동

안 균주보존 후 30oC, 5분간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해동

하였다. 해동된 공시균주들은 균사활력상태 및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tube에 넣어져 있던 균사조각을 PDA 평

판배지에 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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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저온 처리별 생존율 조사와 위치별 생존율 비교

공시균주 생존율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저온처리별 보존된 접종균주에 대한 접종균주의 생존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정단부분은 균사체의 가장자리부분을

가리키며, 말단부분은 균사체의 중앙부분을 가리킨다.

3. 프로그램에 의한 동결

동결하면서 나타나는 균주들 사이의 상태변화의 이해

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Sylab, Icecube

15M, Austria)를 이용하여 분당 -1oC속도로 -80oC까지 온

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표고균주들의 상태변화를 관

찰했다. 이때 각 균주들의 어는점, 어는 시점에서의 동결

장치의 온도, 완전히 균주가 동결될 때까지의 시간 그리

고 완전히 얼었을 때 동결장치의 온도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관찰된 균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주마다 일어나

는 상태 변화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주별 적절한 온

도 프로토콜로 변경하여 동결을 시도하였다(Figure 2). 본

실험에 이용된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가 분당 최대

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분당 60oC 이다.

결 과

1. 10일 저온 처리효과

10일 동안 -20oC와 -80oC, -196oC에서 균주를 동결 한

후 균사 재생 속도를 측정하였다. 온도별 생장 회귀분석

결과 -20oC는 Y=8.9X-156.2, -80oC는 Y=7.1X-102.9,

-196oC는 Y=7.9X-138.6로 나타났으며, 저온별 일일 생장

값은 -20oC는 8.9 mm, -80oC는 7.1 mm, -196oC는 7.9

mm씩 생장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추정된 균사 생장값

을 살펴보면, -20oC에서 해동 후 균사재생이 되는 시간은

적어도 18일이 소요되었으며, -80oC는 15일, -196oC는 18

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산림2호는 모든 저온

처리 시 균사생장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4oC 저온저장고에서 보관된 균주를 곧바로 계대하였을 때

6일안에 균사생장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느리게 진행되었

다. 한편 산림2호가 균사생장을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빠

Table 1. Registered strain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Temp.
type

Strain tested
Suitable fruiting

temp. oC
Fruiting season Cultivation type

High

Sanlim 2 10-24oC early March-middle December Log Cultivation

Sanlim 4 10-25oC middle Apirl-middle November Log Cultivation

Sanlim 5 10-20oC
Soaking, early Apirl-late July
early September-late November

Sawdust/log Cultivation

Sanlim 6 15-20oC Soaking Sawdust Cultivation

Sanlim 7 11-23oC
middle Apirl-late July
early September-late November

Log Cultivation

Sanlim 9 14-28oC
early May-late June
early August-late November

Log Cultivation

Middle

Samlim 8 8-20oC
early March-late July
early September-middle December

Log Cultivation

Sanlim 10 9-19oC Soaking Sawdust Cultivation

Sanzo 302 10-23oC
early Apirl-late June
early September-late October

Log Cultivation

Low

Sanlim 1 5-18oC
early March-early May
middle September-middle December

Log Cultivation

Sanlim 3 6-25oC
early March-middle June
middle August-middle December

Log Cultivation

Figure 1. A survival rates formula of tested strains.

Figure 2. Modified flow chart of methods for optimization
and testing procedures for the cryopreservation of L. edodes

in liquid nitrogen(Brundrett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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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저온 처리는 -80oC 이었다.

2. 50일 저온 처리효과

50일 동안 -20oC와 -80oC, -196oC에서 균주를 동결 한

후 균사재생조사가 이루어졌다(Table 3). 그 결과 10일과

50일 동안 저온별 보존한 후 균사재생 조사를 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났다. -20oC에서 보존되었던 균주는 균사재

생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 -80oC와 -196oC에 보관되었던

균주는 오히려 10일 저온 처리한 효과보다 약 7일 정도 빠

른 균사 재생능력을 보였다. 

3. 초저온 처리별 생존율

본 실험에서 표고 등록균주를 대상으로 2개월 후 온도

별 생존율은 -80oC에서 평균 94%, -196oC에서 평균 91%

였다(Table 4). 등록균주별 생존율은 다음과 같다. 산림 1

호는 -80oC에서 100%, -196oC에서 96% 였다. 산림2호는

-80oC에서 100%, -196oC에서 100% 였다. 산림3호는

-80oC에서 96%, -196oC에서 79% 였다. 산림4호는 -80oC

에서 97%, -196oC에서 92% 였다. 산림5호는 -80oC에서

100%, -196oC에서 100% 였다. 산림6호는 -80oC에서

97%, -196oC에서 92% 였다. 산림7호는 -80oC에서 97%,

-196oC에서 83% 였다. 산림8호는 -80oC에서 97%,

-196oC는 100% 였다. 산림9호는 -80oC는 97%, -196oC는

75% 였다. 산림10호는 -80oC에서 60%, -196oC에서 92%

였다.

4. 균사체 정단부와 말단부의 생존율 비교

균사체의 정단부와 말단부에 대한 동결보존 후 균사재

생을 조사하였다(Table 5). 그 결과, -80oC는 정단부와 말

단부를 보존한 균사체가 100% 균사재생을 하였다. 그리

고 -196oC는 정단부에서 채취한 균사체는 98%가 재생하

였으나, 말단부 채취균사는 94%가 재생하였다. 한편

Table 2. Growth and estimated growth of strain Sanlim 2 after preservation at different temperature for 10 days.

Day

Temperature

-196oC -80oC -20oC

GL.(mm) Est.(mm) GL.(mm) Est.(mm) GL.(mm) Est.(mm)

15 - - - (3.4) - -

16 - - - (10) - -

17 - - - (18) - -

18 - (3.8) - (25) - (3.63)

19 - (11.7) - (32) - (12.5)

20 - (19.6) - (39) - (21.4)

21 27.1 27.5 46.7 45.9 31.0 30.3

22 35.4 35.5 51.3 53 38.1 39.1

23 44.1 43.4 60.6 60.1 47.7 48.0

24 51.6 51.3 68.0 67.1 58 56.9

25 58.6 59.2 73.7 74.2 65.4 65.8

Table 3. Direct or first subculture mycelial growth test for strain Sanlim 2 after preservation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50

days.

Mycelial growth after thawing(mm) Mycelial growth after first subculture(mm)

0 day 7 days 10 days 4 days 10 days

0-20oCa 0 0 0 0o-20oC 0 0

0-80oC 0 16.2±3.9b 29.0±5.1 0o-80oC 0 31.3±1.8 

-196oC 0 15.8±5.6 18.3±2.2 -196oC 0 15.8±1.7 

aThe mycelia failed to survive at -20oC. 
bData are mean and standard error.

Table 4. Viability of L. edodes strains after freezing at -80 and
-196oC, respectively.

Strain No.

Number of strains survived after storage by 
freezing at -80oC and -196oC for 2 month

-80oC -196oC

Sanlim 1 75a(100)b 27(96)

Sanlim 2 75(100) 18(100)

Sanlim 3 72(96) 24(79)

Sanlim 4 73(97) 12(92)

Sanlim 5 75(100) 25(100)

Sanlim 6 73(97) 12(92)

Sanlim 7 73(97) 24(83)

Sanlim 8 73(97) 30(100)

Sanlim 9 73(97) 24(75)

Sanlim 10 45(60) 12(92)



표고 등록균주의 초저온 보존에 관한 연구 119

-196oC에서는 균주보존을 하는 cryogenic tube의 균사체

조각이 부서져 균사체와 배지가 분리된 경우 계대배양을

하지 않았다.

5. 균주의 동결 과정상 특성

표고 균주가 동결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분당 -1oC

의 변화속도로 균사체를 동결하는 동안에 각 표고 균주는

어는점이 달랐다. 산조 302호, 산림1호, 산림2호, 산림3호

는 어는점이 각각 -15.5oC, -6.0oC, -5.5oC, -4.0oC로 모두

달랐다(Table 6). 이 결과는 같은 종의 균주들이 동일 동결

조건 하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Smith and Thomas, 1998). 균주가 얼기 시작하면서 발생

하는 잠열시간이 균주별로 달랐다. 또한 산조 302호, 산림

1호, 산림2호, 산림3호는 잠열의 시간이 각각 14분, 18분,

15분, 16분으로 균주가 완전하게 동결될 때 까지 다른 상

태변화시간을 가졌다(Table 6). 

한편 실험에 사용된 모든 표고 균주는 온도가 약 -50oC

Table 5. Survival rate of apical and basal parts of L. edodes colony after frozen storage for 50 days.

Temperature Position of colony Replicates viable replicates Proportion of survivors(%)

-80oC
 Apical part 10 10 100

 Basal part 10 10 100

-196oC
 Apical part 52 49 98

 Basal part 51 44 94

Note: Apical part indicates the front edge of the colony, basal part indicates the center of the colony.

Table 6. A freezing characteristic of L. edodes strains.

Strain tested Freezing pointa Chamber temp.b Latent heat timec Chamber temp.d

Sanzo 302 -15.5oC -26.5oC 14.0 min -42.5oC

Sanlim 1 -6.0oC -16.0oC 18.0 min -39.0oC

Sanlim 2 -5.5oC -16.0oC 15.5 min -32.0oC

Sanlim 3 -4.0oC -18.0oC 16.0 min -35.3oC

Figure 3. Freezing process of each L. edodes strain using a programmable freezer. A: Sanzo 302, B: Sanlim 1, C: Sanlim 2 and D:

Sanli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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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면 완전히 동결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cryogenic tube 내부에 있는 표

고균주들도 함께 완전히 얼었으며, 동결된 균주는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결과정상에서 -50oC

까지 동결을 시킨 이후 균주들은 더 이상의 상태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 표고 균주는 -50oC의 온도범위까

지 동결과정을 진행시킨 이후에 완전히 동결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50oC 이하에 해당되는 액체질소 저온고(-196oC)

에 바로 저장할 수 있다. 

동결과정 동안 표고 균주별 어는점이 달랐으므로 이것

을 바탕으로 표고 균사체가 동결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태

변화에 대한 모식도를 작성하였다(Figure 3). 균주별로 어

는점 이후 구간부터는 액체상태로 존재하던 것이 고체상

태로 바뀌는 상태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 때 잠열

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표고 균주의 온도곡선은 하강

하지 않고 B, C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온도곡선이 상승하

였다. 이는 열이 발생하는 B-C 구간에서는 균주의 상태변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Brockbank et al., 2004). 따라서 균사체의 손상구간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만 한다.

6. 균주 특성에 따른 동결속도 변화

균주마다 균사체가 어는점, 완전 동결온도, 완전 동결될

때 까지 시간이 달랐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 상태변

화가 일어나는 B-C구간을 완만하게 하여 균주가 받을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결과, 산조

Figure 4. The above curve indicates a generalised state change of L. edodes mycelium at freezing process when a programmable

freezer used. The upper curve indicates state change of mycelium and lower line indicates freezing rate by -1oC per minute to -
130oC. A section is a only liquid state. Namely, sample starts to freezing process. B section is a only liquid state. Arrow indicates

a critical temperature and time. B section shows the most damageable point of the mycelium sample during freezing process. At

a critical temperature, the sample shows an exothermic reaction because state of material changes liquid to solid. C section is a
complete solid and stable stage. 

Figure 5. A diagram modified from freezing experience; this graph shows that the temperature in the freezer decreased rapidly

before freezing point of L. edodes isolate. but its state has no effect. Also the chamber temperature of programmable freezer can
cool down rapidly with a speed of 60oC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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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호가 어는점이 -15.5oC일 때 동결장치 온도는 -26.5oC

였기 때문에 어는점이 발생하기 1분전 동결장치의 내부온

도를 -86.5oC까지 내렸지만 산조302호가 동결과정에서 보

이는 상태변화에 급속 냉각 온도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산림1호는 어는점 -6.0oC일 때 동결장치의 내

부온도를 -76.0oC로, 산림2호는 어는점 -5.5oC일 때 동결

장치의 내부온도를 -76.0oC로 그리고 산림3호는 어는점

-4.0oC일 때 동결장치의 내부온도를 -78.0oC로 내렸으나

균주들이 어는 순간 발생하는 잠열과 상태변화를 최소화

시키는데 급속냉각온도는 균주들의 균사체의 상태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Figure 5).

고 찰

상업적으로 중요한 균주들은 보존하는 동안 생리적 또

는 유전적 손상은 산업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

기에 이들 균주들에 대한 최적의 보존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yan et al., 2000). 이들 균주들에 대해 일

반적인 보존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종 혹은 균주마

다 적합한 보존방법을 구축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표고 같은 경우 균주보존을 하

는 가장 큰 이유는 우량한 형질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존된 균주에서 나타난 상태변

화만을 가지고 균주의 우수형질이 안정적으로 보존되었

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버섯 발생 과정까지 확인

되어 형질적인 차이가 없는 안정된 보존 관리법을 정립해

야만 한다.

1. 동결전 처리효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담자균류, 즉 표고, 송이, 맛버섯, 느

타리버섯, 잎새버섯, 팽나무버섯, 노루궁뎅이 등과 같은

버섯류들로부터 얻어진 균사체를 가지고 장기보존 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존기간을 늘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大政, 1993).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한천배

지를 이용한 계대배양법은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은 새

로운 배지로 옮겨져야만 하며, 일부 균근성 버섯은 3개월

에 한번정도를 계대배양 해줘야만 한다(前川, 1999). 계대

배양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장기간 보존할 경우 유전

적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Homolka et al., 2006).

따라서 장기간 균주보존을 위해 균사 휴면상태가 가능한

초저온 동결보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저온 동결보존에서는 균사체를 보호하기 위한 동결

보호제로 Glycerol, Dimethyl Sulfoxide(DMSO), Sucrose,

Polyvinyl pyrrolidone, Polyethylene glycol(PEG), Dextrin

등을 사용하고 있다(Hwang, 1968; Ohmasa et al., 1992;

Terashita et al., 2002). Hubálek (2003)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조류, 원생생물의 보존을 위한 동결보호제로서

DMSO, Methanol, Ethylene glycol, Propylene glycol,

Serum(혹은 serum albumin)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Glycerol, PEG, PVP, Sucrose 등은 덜 효과적이었고,

Sugars, Dextran, Hydroxyethyl Starch, Sorbitol, Skim

milk 등의 효과는 저조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제한된 종수로만 실험 된 결과이기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Homolka et al., 2006). 하지만 Hubálek(2003)의

보고와는 달리 담자균류에서는 PEG 10%를 사용한 경우

생존율이 96.1%, DMSO 5%를 사용한 경우에는 94.8%,

Glycerol 10% 경우에는 95.6% 였다(Ohmasa et al.,

1992). 그리고 DMSO는 농도를 증가할수록 생존율과 생

장속도를 저해하였다(이동훈 등, 1998). 담자균류에서 동

결보호제 종류가 균사체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동결보호제로 Glycerol 10%를

사용하였다. 

2. 초저온 처리별 균사활력 

일반적으로 표고 균사생장은 25oC에서 가장 활발하고,

30oC에서 느려지며, 35oC이상에서 멈추고 40oC이상이 되

면 균사자체가 사멸하였다(Chang and Miles, 2004). 하지

만 영하의 온도에서 표고 균사는 생존하여 저온에서는 강

하고 고온에서는 약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森喜, 1992).

이 연구에서 표고 균사는 -20oC에서는 8.9 mm, -80oC에서

는 7.1 mm, -196oC에서는 7.9 mm 등으로 생장하여 저온

별 온도와는 상관없이 균사가 사멸하지 않았다. 이는 森

喜(1992)가 언급한 것처럼 표고의 저온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동결보존된 것들이 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균사생장이 재생될 때까지의 시간은 -20oC에서는 18일,

-80oC에서는 15일, -196oC에서는 18일 등이 소요되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는 균사생장이 정상적으로 회

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omolka 등(2006)은 2일 이내에 균사의 재생 징후가 확

인되었으며 7일내에는 균사재생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는 다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표고균주들이 정상적인 균

사생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동 후 균사생장이 시작

되면 한번 새로운 배지에 옮겨 재차 균사생장을 유도해야

만 한다.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 균사생장이 실온배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한편 10일 동안의 단기간 저장했을 때 모든 저온에서

보존했던 균주들이 다소 느리지만 균사생장이 확인됐고,

50일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의 균사 활력검정에서는

-20oC에서 보관되었던 균주는 전혀 재생되지 않고 사멸했

다. 반면 -80oC, -196oC에 보관되었던 균주는 10일 동안

저온저장 이후 해동한 결과로부터 생장한 값 보다 빠르게

균사생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hm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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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2)이 언급한 것과 같이 -20oC에서 버섯균사체를 보

존했을 때 맛버섯(30.8%), 팽나무버섯(80%), 잎새버섯

(38.7%) 등은 생존했지만, 표고, 느타리, 양송이 같은 버섯

류에서는 전혀 생존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Kitamoto 등(2002)은 표고 균주를 -85oC에서 12개월, 21개

월, 33개월, 60개월, 120개월 보존을 했을 때 모두 생존하

였으며, Homolka 등(2006)은 표고균주를 -196oC에서 48

시간과 36개월 저장을 했을 때 100% 생존했다고 보고하

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존했을 경우 -20oC로 보관

하는 방법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80oC와 -196oC

에서의 균주보존은 균주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80, -196oC에서 보존한 균주는 4oC 저온저장고에

서 보관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Ito와

Yokoyama(1983)은 -80oC에서 자낭균과 일부 담자균 등의

균주 저장과 해동을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프로그램이 가

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동결시킨 것과 같은 정도의 상

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만약 -80oC에 직접 동결

시킨 결과가 지속적으로 균주의 생존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80oC에서의 균주보존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

인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초저온 처리별 생존율

橫山과 伊(1984) 등은 -80oC에 다양한 진균을 보존한 후

생존율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6개월 후 담자균류(93.5%),

자낭균류(96.8%), 불완전균류(93.8%) 등이 생존한 것을 확

인했다. 본 실험에서 표고 균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2개월 후 온도별 생존율 비교를 해보면 평균 -80oC(94%),

-196oC(91%) 등으로 나타났다. 橫山과 伊(1984)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실험보다 보존 기간이 보다 장기간 행해

졌다는 점과 담자균류의 경우 표고가 제외되었다는 점 같

은 이유 등으로 다른 시점에서 비교가 이루어지지만 담자

균류의 생존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하

였다. 

한편 공시된 표고 균주별 생존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

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작은 1 cryogenic tube에서

균사체 조각을 꺼내어 PDA 평판배지에 놓을 경우 부주위

로 인해 균사체가 깨진 경우이다. 둘째는 균사체를 Cork

borer를 사용해 1 cryogenic tube에 넣을 때 PDA의 평판

배지가 너무 얇게 분주가 되어 얇은 균사체조각을 보존하

게 되는데, 재생시험을 위해 해동 할 때 얇은 균사체조각

이 또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

된 표고 등록품종별 생존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4. 균사체 정단부와 말단부의 생존율

일반적으로 균사체를 cryogenic tube에 넣기 전 PDA 배

지에 계대배양을 한 균사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

로 배지위에 충분히 자란 균사체 전부위에 대해 사용하게

된다(Chang and Miles, 2004). 하지만 균사의 특징은 정단

부는 생장을 하면서 말단부는 영양분 섭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규중 등, 1999). 따라서 주로 균사

가 생장하는 정단부와 영양분 섭취를 하는 말단부에 대해

각각 균사체를 취해 동결보존 후 생장비교를 실시했다. 결

과는 -80, -196oC 및 정단부와 말단부의 균사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균사생장에 정단부와 말

단부가 큰 차이를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

다. 다만 말단부분은 균사가 우선적으로 노화되기 시작하

기 때문에 정단부분을 취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5. 균주의 동결과정상 특성

산조302호, 산림1호, 산림2호, 산림3호는 어는점이 각각

-15.5, -6.0, -5.5, -4.0oC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Phycomyces blakesleeanus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같은 종

의 균주들이 동일 동결조건으로 시도되었을 때 완전히 다

른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와 일치했다.(Smith and Thomas,

1998). 한편 표고의 경우는 온도형에 따라 발생하는 재배

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박원철 등, 2006), 동결과

정에서의 어는점에 따라 온도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중온성 균주인 산조 302호가 상대적으로 고온성균주

인 산림2호와 저온성균주인 산림1호와 산림3호에 비해 어

는점이 낮았을 뿐 어는점에 따라 온도형을 구분할 수 없

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께 1.78 mm의 보존용기(Corning

tube)를 사용하여 균주를 동결했다. 이는 Corning tube 만

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께 1.28 mm의 동결보존

(Nalgen tube)보다 훨씬 두꺼웠기 때문에 표고균주가 온도

에 덜 민감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결 보존용기에 대한 최적화 비교실험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결과정에서 표고 균주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보다 폭넓게 대상을 확

대해 개개의 동결보존방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저온보존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온도

특성을 알기 위해 Pluteus petasatus, Armillaria socialis,

Polyporus squamosus 등의 담자균류에 대한 보관을 위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왔지만(Homolka

et al., 2001), 표고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했었다. 표고 균주

들의 경우 -50oC가 되면 어떤 균주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동결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결과는 -50oC의 온도

범위까지 동결과정을 진행 시킨 이후에는 실험에 이용된

균주들이 액체질소저장고(-196oC)에 곧바로 저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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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6. 균주의 특성에 따른 동결속도 변화

표고는 동결과정에서 균주별 각기 다른 상태변화를 나

타냈다. 특히 균주가 동결시작과 동결완료가 되는 온도와

시간이 모두 달랐다. 따라서 이러한 표고균주의 상태변화

가 일어나는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였다(Homolka

et al., 2001). 표고균주의 특성에 맞게 산조302호, 산림1호,

산림2호, 산림3호에 대해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상태변화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균주들

마다 나타났던 상태변화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

다. 그동안 질석에 배양된 버섯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동

결장치를 이용하여 동결시킬 때 본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온도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진 결과가 있으나(Homolka

et al., 2001), 표고가 아닌 다른 종류의 담자균류였다. 이

는 森喜(1992)이 표고의 저온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보

고가 있듯, 표고가 다른 담자균류와 다르게 저온에서의 반

응이 민감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고는 전처리 없

이 순간적으로 저온에 저장이 될 지라도 바로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 론

초저온 처리별 균주보존 결과 표고 균사체는 -20oC에서

50일간 보존하면 생존하지 못하였으며, -80oC와 -196oC에

서 보존한 균주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존하였다.

균사 생장속도는 -80oC에서 보존한 균사체 재생속도가 가

장 빨랐다. 온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동결장치를 이용하여

표고 균사체의 동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한 결

과, 균사체는 균주별로 온도범위가 -16 ~ -4oC로 나타나 각

각 다른 어는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표고의 자실체 발

생 온도형과 동결 과정상 어는점은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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