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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mushroom substrate (SMS) is a by-product remained after a crop of mushrooms. About seven
thermophilic strains were isolated from SMS (Flammulina velvtipes). Among them, one isolate, des-
ignated UJ03, showed the antifungal activity against Aspergillus flavus and Aspergillus ochraceous pro-
ducing mycotoxin on PDA medium, potentially. The strain UJ03 produced cellulase and xylanase as
extracellular hydrolases. The strain UJ03 was identified as a member of the genus Bacillus by bio-
chemical characteristics using Bacillus ID kit and VITEK 2 system. Comparative 16S rDNA gene se-
quence analysis showed that strain UJ03 formed a distinct phylogenetic tree within the genus Bacillus
and was most closely related to Bacillus amyloliquefaciens with sequence similarity of 98.9%. On the ba-
sis of its physiological properties,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phylogenetic distinctiveness, strain
UJ03 was classified within the genus Bacillus, for which the name Bacillus sp. UJ03 is proposed. The
antifungal compound from Bacillus sp. UJ03 was similar to lipopeptide iturin A of Bacill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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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 수확 후 배지(spent mushroom substrates; SMS)란 버

섯을 수확한 후 남겨진 부산물을 말하며 버섯의 종류와 재배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다.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버섯 1 kg을 생산할 때 5 kg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6,16,19] 버섯 배지 원료의 대부분은 사료원료이기

때문에 버섯 수확 후 배지도 사료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1].

또한 버섯 재배과정에서 배지 영양분의 약 20% 정도는 버섯에

의해 이용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남아

있으므로[19]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반추동물 사료원료로서 영

양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버섯 수확 후 배지 중에서도

팽이버섯 수확 후 배지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

는 톱밥 대신 콘코브, 미강, 밀기울 등을 배지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료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유기물 함량이

높은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사료화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섯 재배 농가에서 배출되는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높은

수분함량(50~60%)과 저장하는 동안 발생되는 열에 의해 쉽게

부패되는 특징이 있다[9]. 이처럼 부패가 용이한 부산물을 사

료화하기 위해서는 발효와 같은 가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발효사료 제조에 적합한 생균제 균주의 개발이 중요하다. 발

효에는 퇴적, 혐기, 호기발효 등의 방법이 있는데 Kwak [9]

등은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혐기발효시킬 경우 3주가 경과한

후에도 곰팡이 오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또 다른 특징은 섬유소 함량이 높다는 것이며

이것은 버섯 수확 후 배지를 가축사료로 이용하는데 제한 요

인이 될 수 있다. Jung [3], Kim [7], Yang [20] 등은 섬유소

함량이 높은 부산물일 경우 xylanase와 cellulase 활성이 높은

균주를 생균제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xyla-

nase와 cellulase 활성이 높은 균주를 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

사료 첨가용 생균제로 사용할 경우 사료효율 개선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주 원료가 곡물

이기 때문에 가축에게 유해한 aflatoxin이나 ochratoxin과 같

은 곰팡이독소에 오염될 확률이 높으므로[4,5] 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사료에 사용할 생균제 균주는 곰팡이독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축우사료 첨가용 생균제로 개발

된 미생물 중에서 Bacillus 속은 포자를 생성하여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사

료 제조시 요구되는 내열성과 혐기발효에 적합한 균주로 생각

된다. 특히 Bacillus 속은 iturin A [12,13], fengycin [18], myco-

subtilin [2]과 같은 항균물질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xylanase,

cellulase, mannanase 등 다양한 효소를 분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14] 식품과 의약 산

업에서 안전한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생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과 섬유소 함량이 높은 팽이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사료에 적합한 생균제 균주 개발을 목적으로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우점하는 균주를 선발하기 위하여 퇴적되어

있는 수확 후 배지로부터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Asperg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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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us와 Aspergillus ochraceous에 대한 항균활성이 높고 cellu-

lase와 xylanase 생성능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분리

균이 생성하는 항균물질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고온성 균주의 분리 및 배양조건

팽이버섯 수확 후 배지에 우점하는 고온성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도레미농산(충북 음성 소재 팽이버섯 재배농가)으로부

터 탈병 후 퇴적되어 있는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수집하였다.

고온성 균주는 수집한 배지 1 g을 10 ml의 멸균수에 현탁한

후 현탁액을 trypticase soy agar (TSA) 배지에 도말한 다음

50℃에서 36시간 동안 배양하여 분리하였다.

분리균의 항균활성

분리균의 항균활성은 paper diffusion 법[11]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Asp. flavus와 Asp. ochra-

ceous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업미생물보존센터(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Asp. flavus와 Asp. ochraceous는 멸균

된 cork-borer를 사용하여 potato dextrose agar (PDA) 배지

중앙에 접종한 후 30℃에서 2일 동안 배양한 다음 사용하였다.

분리균은 trypticase soy broth (TSB) 배지에 접종하여 50℃에

서 2×10
6

CFU/ml까지 배양한 후 paper disc (8 mm,

Advantec, Japan)에 20 μl씩 흡수시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확산시킨 다음 곰팡이가 배양된 배지 표면에 고정시켰다. 항

균활성은 30℃에서 2일 동안 배양하면서 paper disc 주위의

투명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분리균이 분비하는 가수분해효소

항균활성이 확인된 균주의 cellulase 활성은 0.5% carboxy

methyl cellulose (CMC,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와 1% trypan blue가 첨가된 Luria-Bertani (LB) 고체배지에

분리균을 접종한 다음 50℃에서 2일 동안 배양한 후 콜로니

주변에 형성된 cellulose 분해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Xylanase 활성은 0.5% xylan (xylan from oat spelts, Sigma,

USA)이 기질로 첨가된 고체배지에 분리균을 접종한 다음 50℃

에서 2일 동안 배양한 후 iodine으로 염색하여 콜로니 주변에

형성된 xylan 분해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분리균의 생리적 특성 및 생화학적 특성 조사

최종 선발된 균주는 50℃에서 36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1%

phosphotungstic acid로 negative stain한 후 투과전자현미경

(JEM 1010, Germany)으로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Gram

양성/음성은 Gram stain kit (BD, USA)를 사용하여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판정하였다. 온도가 분리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TSA 배지에 분리균을 도말한 후 10, 20, 30,

40, 50, 60℃에서 2일 동안 배양하면서 조사하였으며 분리균의

신진대사능인 생화학적 특성은 Bacillus ID kit (Microgen
TM

,

UK)와 VITEK 2 system (bioMérieux, USA)을 사용하여 조사

하였다.

분리균의 16S rDNA 염기서열 분석

최종 선발된 분리균의 분자생물학적 동정을 위해 분리균의

genomic DNA를 i-genomic BYF D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분리

된 genomic DNA를 주형가닥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수행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

응은 universal primer 27F (5’-AGAGTTTGATCCTGGCTCA

G-3’)와 1492R (5’-GGTTACCTTGTTACGACTT-3’)를 사용하

여 94℃에서 5분간 변성시킨 뒤 94℃에서 1분, 50℃에서 1분,

72℃에서 1분 30초의 조건으로 30 cycle을 반복한 다음 마지막

으로 72℃에서 10분 동안 수행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 중

1.5 kb에 해당하는 단편은 PCR purification kit (Qiagen, USA)

를 사용하여 정제한 다음 Macrogen (Daejeon, Korea)에 의뢰

하여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GeneBank

database에 등록하였다(JN848829). 분석된 16S rDNA 염기서

열의 상동성은 NCBI에서 제공하는 BLAST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GeneBank database에 등록된 균주들의 16S rDNA 염기

서열과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

거로 DNAMan analysis system (Lynnon Biosoft, Canada)에

의해 계통도를 작성하였다.

분리균이 생성하는 항균물질의 분리

Bacillus 속 균주는 대부분 펩타이드성 항균물질을 생산하므

로 Nakano [10] 등의 방법에 따라 분리균이 생성하는 항균물

질을 분리하였다. 분리균을 No. 3 배지(polypeptone 10 g, glu-

cose 10 g, KH2PO4 1 g, MgSO4·7H2O 0.5 g, pH 6.8)에서 50℃

로 3일 동안 배양한 다음 배양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얻었다. 상등액에 6N HCl를 가하여 pH를 2.0으로 조절한 후

6,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펠렛만을 취한 다음

메탄올에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메탄올에 추출된 산 침전물은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silicagel 60F254, Merck,

Germany)에서 chloroform/methanol/water (6.5/2.5/0.5)의

용매조건으로 전개한 후 10% H2SO4로 발색하여 확인하였으

며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lent

1100 series, USA)를 이용하여 펩타이드성 항균물질을 분리하

였다. HPLC 분석에 사용된 column은 C18 reverse column이

며 용매는 3.8 mM trifluoroacetic acid/water (1/4=v/v), flow

rate는 1 ml/min이고 흡광도는 210 nm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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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fungal activity of isolates from spent mushroom substrate against Aspergillus flavus and Aspergillus ochraceous

Test strains
Isolates

UJ01 UJ02 UJ03 UJ04 UJ05 UJ06 UJ07

Asp. flavus +a + +++ - - ++ +

Asp. ochraceous - - ++ - + + +
a

Inhibitory zone diameter >30 mm, +++; 20-30 mm, ++; 10-20 mm, +; <10 mm, -.

A B

Fig. 1. Xylanase (A) and CMCase (B) activity of the isolate UJ03 by agar diffusion method. a: isolate UJ03, b: Escherichia coli as

a negative control.

Reference 물질로 사용한 iturin A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팽이버섯 수확 후 배지로부터 UJ03 균주의 분리

버섯배지에 우점하는 고온성 균주를 분리하기 위하여 퇴적

되어 있는 버섯 수확 후 배지로부터 시료를 수집한 다음 희석

한 후 50℃에서 생육하는 균주만을 선발하여 순수분리하였다.

순수분리된 균주 중 TSA 배지에서 콜로니의 형태, 냄새, 내생

포자 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Bacillus 속으로 생각되는 7균주

를 1차 선발하였다. Bacillus 속은 Gram 양성, 간균, 통성혐기

성이며 다양한 효소와 항생물질을 다량 분비한다고[15] 보고

된 세균으로 가축사료 첨가용 생균제 균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포자를 형성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사료 제조에 적합한 생균

제 균주로 판단된다.

분리균 UJ03의 특성

1차 선발된 균주의 Asp. flavus와 Asp. ochraceous에 대한 항

균활성은 PDA 배지에서 paper diffusion 법에 따라 확인하였

으며 항균활성이 강한 UJ03, UJ06, UJ07 균주를 2차 선발하였

다(Table 1). 버섯 수확 후 배지는 곡물함량과 수분함량이 높

기 때문에 가축에게 치명적인 aflatoxin이나 ochratoxin을 생

성하는 곰팡이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버섯 수확 후

배지 발효사료의 안전성과 보존성을 향상시키 위해서는 분리

균과 같이 aflatoxin과 ochratoxin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생균제 균주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버섯 수확 후 배지에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섬유소 구성성분인 hemi-

cellulose, xylan, cellulose 등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하

는 균주를 선발하기 위하여 agar diffusion 법에 따라 2차 선

발된 균주의 xylanase와 cellulase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xylanase와 cellulase를 동시에 분비하는 1종의 균주(UJ03)를

최종 선발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균주 UJ03을 본 실험에 사용

하였다(Fig. 1). 분리균 UJ03은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Bacillus

속 균주로 고온에서도 생육할 수 있으며 Asp. flavus와 Asp.

ochraceous에 대한 항균활성이 높고 xylanase와 cellulase를 동

시에 분비하기 때문에 수분함량과 곡물함량이 높은 버섯 수

확 후 배지 발효사료에 적합한 생균제 균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리균 UJ03의 분류, 동정

분리균 UJ03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 phos-

photungstic acid로 negative stain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분리균 UJ03은 크기가 1.3~1.8×0.9 μm인 간균이

었으며(Fig. 2) Gram 염색 결과는 양성이었다.

분리균 UJ03의 생화학적 특성은 Bacillus ID kit와 VITEK

2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acillus ID kit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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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the isolate UJ03 and other closely related bacteria based on the partial 16S rDNA gene sequence.

The branching pattern was generated by the neighbor-joing method. Bootstrap values (expressed as percentages of 10,000

replications) are shown at major branching points. Bar, 0.005 substitution per nucleotide position.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the isolate UJ03.

Exponentially growing culture was observed by neg-

ative stain with 1% phosphotungstic acid. Scale bar, 2.4

μm.

결과 분리균은 B. subtilis와 B. amyloliquefaciens를 포함하는 B.

subtilis group과 98.7%의 probability을 나타내었으며 VITEK

2 system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는 B. amyloliquefaciens, B. atro-

phaeus, B. subtilis와 유사한 생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Bacillus ID kit와 VITEK 2 system에 의한 분리균 UJ03의 생화

학적인 특성을 종합하면 arabinose, L-pyrrolydonyl-ar-

ylamidase, sucrose, tyrosine arylamidase, adonitol,

ala-phe-pro arylamidase, methyl-D-glucoside, meth-

yl-A-D-glucopyranoside acidification, citrate, D-mannitol,

cellobiose, β-glucosidase, D-glucose, salicin, esculin hydrol-

ysis, trehalose, ONPG, raffinose, xylose, arginine, nitrate, β

-xylosidase, leucine-arylamidase, phenylalanine arylamidase

등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kanamycin, oleandomycin,

polymixin B 등의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분리균의 계통학적 유연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분리균 UJ03은 B. amylolique-

faciens와 98.9%의 상동성을 나타내었으며 생리적·생화학적

특성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계통학적 유연관계

를 종합하여 분리균 UJ03은 Bacillus sp. UJ03으로 동정되었다.

분리균의 16S rDNA 염기서열에 근거한 계통도는 GeneBank

에 등록된 균주들의 16S rDNA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작성하

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Shivaji [17] 등은 B.

altitudinis 41KF2b
T

(AJ831842), B. stratosphericus 41KF2a
T

(AJ831841), B. aerophilus 28K
T

(AJ831844)를 포함하는 Bacillus

속은 다양한 환경에서 포자를 생성하여 생존할 수 있기 때문

에 환경에 따라 종 다양성이 큰 세균으로 16S rDNA 염기서열

에서 100%의 상동성을 나타내더라도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분리균 UJ03도 16S rDNA 염기서

열 분석에서는 이미 보고된 B. amyloliquefaciens와 98.9%의 상

동성을 보였지만 생리적·생화학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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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HPLC chromatogram of iturin A standard purchased from Sigma (A) and compound obtained in this work (B). Eluent

solvent: 3.8 mM trifluoroacetic acid/acetonitrile=1/4, Flow rate:1 ml/min., Absorbance: 210 nm.

Table 2.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train UJ03

Characteristics
Reactiona

B. subtilis Strain UJ03 B. amyloliquefaciens

Arabinose + + +

Cellobiose + + -

Inositol + + +

Mannitol + + +

Mannose + - +

Raffinose + + +

Rhamnose + + +

Salicin + + -

Sorbitol + + +

Sucrose + + +

Trehalose + + +

Xylose - + +

Adonitol - - +

Galactose + - -

Methyl-D-Mannoside - - +

Methyl-D-Glucoside + + +

Inulin + + -

Melizitose - - -

Indole - - -

ONPG + + +

Arginine - - +

Citrate + + +

VP - + -

Nitrate - + +

a
+, positive reaction; -, negative reaction.

분리균 UJ03이 생산하는 항균물질의 특성

분리균 UJ03이 생성하는 항균물질은 분리균을 No. 3 배지

에서 액체 배양한 다음 산 침전한 후 메탄올에 추출하여 얻었

으며 항균물질의 TLC 분석은 iturin A를 reference 물질로 사

용하여 수행하였다. Reference 물질로 사용한 iturin A는 대부

분의 Bacillus 속 균주가 생성하는 펩타이드성 항균물질 중 하

나이다[2,12,13,18]. 분리균이 생성하는 항균물질은 TLC 상에

서 chloroform/methanol/water (6.5/2.5/0.5)를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10% H2SO4으로 발색하였을 때 분홍색을 띄었다.

10% H2SO4에서 분홍색으로 발색되는 물질의 Rf치는 0.36,

0.70, 0.77이었으며 reference 물질인 iturin A의 Rf치(0.34)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Rf치를 나타내었다. TLC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C18 reverse column를 이용하여 HPLC 분석(Fig. 4)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분리균의 메탄올 추출물은 3.765분, 4.333

분, 4.448분에서 분리되었으며 iturin A는 3.974분, 4.562분,

4.682분에서 분리되어 두 물질이 유사한 retention time에서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물질로 사용한 iturin

A를 보고한 Peypoux 등[13]에 의하면 Bacillus 속은 지방산의

탄소수가 다른 isomer를 가진 iturin을 분비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분리균의 메탄올 추출물도 HPLC 분석 결과 retention

time이 다른 3개의 peak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TLC와 HPLC

결과를 종합하면 분리균이 생성하는 항균물질은 iturin A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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