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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laasin, a 1.9 kDa peptide toxin, is produced by

Pseudomonas tolaasii and causes the brown blotch disease of

cultivated oyster mushroom. It forms pores on the membrane and

thus destroys cellular membrane structure, seriously reducing the

productivity of mushroom cultivation. The mechanism of tolaasin-

induced cytotoxicity is not known in detail.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o form a pore structure in the cytoplasmic membrane

through the molecular multimerization. Therefore, food additives

which can interact with tolaasin molecules may inhibit the pore

formation by hydrophobic interactions with tolaasin molecules. In

this study, various food additive materials have been identified as

inhibitors of the tolaasin activity and named tolaasin-inhibitory

factors (TIF). Most of TIFs are emulsifying agents for food processing

procedures. Among various TIFs, polyglycerol and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blocked effectively the cytotoxicity of tolaasins at the

concentrations 10−4-10−5 M. These TIFs also successfully suppressed

the blotch disease development in the shelf cultivation of oyster

mushroom.

Keywords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 Peptide

toxin · Pore formation · Pseudomonas tolaasii · Tolaasin

서 론

갈반병은 인공재배버섯에서 Pseudomonas tolaasii에 의해 발생

하는 세균병으로 Tolaas(1915)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 병

은 버섯의 균사성장기에서 자실체 형성 초기에 P. tolaasii가 생

성하는 독소인 톨라신에 의해 발병한다(Peng 1986). 갈반병은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l)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부드러운 조직을 가진 버섯에 주로

발병한다(Kim 등, 1994). P. tolaasii는 습한 환경의 지하수나

대기를 통하여 버섯조직이나 버섯균사에 감염되며, 특히 생육이

불량한 조건에서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할 때 증식하여 톨

라신 분비로 병을 유발한다(Hutchison과 Johnstone 1993).

톨라신은 18개의 아미노산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

자 내에 친수성과 소수성 부위를 동시에 갖는 양친매성 펩티드

독소로 계면활성제의 활성을 갖고 있다. 톨라신의 농도가 일정

수준이 되면 버섯 표면의 표면장력을 낮추며, 균은 버섯 세포

막 전체로 쉽게 확산된다(Hutchison과 Johnstone 1993). 톨라신

은 버섯세포막에 분자다중화결합을 통해 pore를 형성하여 세포

를 파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작용기작은 다른 pore-

forming 펩티드 독소들의 작용과 유사하다. 즉, 톨라신은 세포

막에 결합하고 막 내부로 유입된 후, 다중화결합으로 pore를 형

성하며, pore를 통한 전해질의 확산으로 삼투압이 교란되어 버

섯 세포의 파괴가 이루어진다(Cho와 Kim 2003).

갈반병이 발병하면 주변으로의 확산속도가 빨라서 재배단지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갈반병 예

방을 위하여 농사용 지하수의 살균과 재배사의 훈증 소독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Wong과 Preece 1985; Geels 등, 1991),

생물학적 방제 대책으로서 길항균과 박테리오파지가 실험적으

로 사용되었으나, 길항균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고(Nielson 등, 2002; Nybroe와 Sorensen 2004; Tajalipour 등,

2014), 파지의 효과는 항생제 내성균 연구와 함께 고려되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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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Kim 등, 2011). 갈반병은 항생제의 사

용으로 방제될 수 있으나(Geels 1995), 버섯은 신선식품이기 때

문에 약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현재로는 효과적인 방제법

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느타리버섯 갈반병에 관한 연구는 병에 의한 경제

적 손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그간에 수행한 갈반병 원인

균의 분리, 동정 및 특성연구에서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에서

병원균으로 P. agarici를 분리하였고(Shin과 Jeon 1991), 흰색침

강선 형성검정법, 버섯조직함몰검정법 등을 이용하여 P. tolaasii

가 병원성의 주 원인균주임을 확인하였다(Lee 등, 1997). 최근

국내외에서는 병원균의 세균학적, 병리학적 특성들에 더하여 병

원균이나 병원독소 톨라신과 관련된 유전자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Mu 등, 2015; Desai 등, 2016).

본 연구는 갈반병 원인 독소인 톨라신의 활성화기작 중 분자

다중화결합 단계를 포함한 활성화과정의 저해를 통하여 갈반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톨라신의 분자다중화결합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첨가물

을 대상으로 톨라신의 세포독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탐색하였다.

이들 중 계면활성제의 효과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 보였으며, 버

섯조직함몰검정법(pitting test) 및 실제 느타리버섯의 균상재배

를 통해 이 물질의 갈반병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톨라신 추출액 및 용혈활성 측정

25 oC의 Pseudomonas agar F (Bacto-peptone 10 g, Bacto-tryptone

10 g, K2HPO4 1.5 g, MgSO4 1.5 g, Glycerol 10 mL, Agar 15 g/

1 L 증류수) 액체 배지에 P. tolaasii 균주를 접종한 후, 정체기

에 도달하도록 18시간 이상 진탕배양하고 배양액을 8,000 rpm

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30%의

ammonium sulfate를 가하여 4 oC에서 1시간동안 냉각하였다. 이

것을 SW 28 rotor (Beckman Instruments, Inc.,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20,000 rpm에서 1시간동안 초원심분리하

여 침전을 얻었다. 침전으로 얻은 톨라신을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로 녹여낸 다음, 실온에서 같은 용액

으로 4시간동안 투석하고 glass-teflon homogenizer로 균질화한

후 분액을 만들어 초저온냉동고(−70 oC)에 보관하였다.

톨라신의 용혈활성 측정은 Cho 등(2000)의 방법에 따라 생

쥐의 적혈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용혈활성은 간략히 10배

희석한 적혈구 반응용액에 톨라신을 1 HU 처리하여 30분간 배

양 후 600 nm에서의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TIF의 톨라신 세포독성 저해 효과 측정

Tolaasin inhibitory factors (TIFs)는 Mitsubishi-Kagaku Foods

Corporation (Tokyo, Japan)과 Sakamoto Yakuhin Kogyo (Osaka,

Japan) 제품을 남영상사를 통해 공급받았다. TIF에 의한 톨라

신의 용혈활성 저해는 각각의 TIF를 pH 7.4 HBS 완충액에

10−2-10−5 M의 농도로 희석한 후 최종 반응용액의 10%가 되

도록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TIF를 가한 적혈구 용액의 흡광

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여 톨라신 펩티드의 활성저해를 관측하

였다.

버섯조직함몰검정법(Pitting test)을 이용한 TIF 효과 검정

TIF에 의한 갈반병 저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버섯조직함몰검

정법(pitting test)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갈반 생성의 유

무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Gandy(1968)의 방법에 따라 양송이버

섯을 이용하였다. TIF 10과 TIF 11, TIF 12, TIF 16을 10−2-

10−6 M로 다양하게 희석하고, 톨라신 추출액과 동량으로 혼합

하여 각각 10 μL씩 양송이버섯 절단면에 점적하였다. 대조군에

는 톨라신 희석액 10 μL를 점적하여 비교하였다. 처리된 버섯

은 조직의 건조 방지를 위해 멸균수로 적신 여과지가 있는 petri

dish에 넣고 parafilm으로 밀봉하여 25 oC 항온기에 12-15시간동

안 배양하며 점적부위의 변색과 함몰 여부를 관찰하였다.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를 통한 TIF 효과 검정

느타리버섯 균사는 발효한 멸균톱밥배지에 3.3 m2당 10-15병의

종균(한국버섯원균영농조합, 경기도 화성시)을 접종하고, 가로 1

m, 세로 2 m의 크기와 적당한 모양으로 균상을 제작하여 배양

하였다. 약 3주 간 배양 후, 균사가 균상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자랐을 때, 저온자극을 위해 16-18 °C로 감온하여 자실체 형성

을 유도하였다. 정상 자실체 및 병발생 면적을 비교하기 위하

여 색상선택법을 이용하였다(Lee 2017). 촬영한 사진의 색상을

Adobe Photoshop 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정상 자실

체의 색상 범위는 R134-143, G132-141, B133-147이며, 노란색

이 만연한 갈반병 버섯의 색상 범위는 R165-199, G133-177,

B94-146이다. 색상선택법을 통하여 위의 색상범위를 각각 선택

하고, 정상 자실체 및 갈반의 색을 가진 면적이 나타나면 선택

된 면적의 픽셀수를 계산하여 병발생 면적을 비교하였다.

결 과

TIF의 종류 및 저해농도 측정

톨라신에 의한 갈반병의 발생단계 중 어느 한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 톨라신의 세포독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

한 저해물질을 TIF라 하고, 지방산의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Sucrose 에스터 4가지, Polyglycerol 에스터 3가지,

Glycerin 에스터 4가지, Sorbitan 에스터 2가지, Stearin 에스터

1가지, Triglyceride 2가지의 총 16가지의 후보물질 중에 톨라신

과 결합하여 용혈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조사하였다

(Table 1). TIF의 농도를 10−3-10−6 M로 희석하며 톨라신의 용

혈활성 저해여부를 측정하였을 때(Fig. 1), 여러 TIF 후보물질

중 톨라신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은 주로 지방산

의 Sucrose 에스터와 Polyglycerol 에스터임을 확인하였다.

톨라신 분자들의 소수성 결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첨가물들은 모두 용혈활성 저해효과를 보였지만, 톨라신의 분자

다중화결합에 대한 저해 특성은 화합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였다. 그러나 톨라신의 세포독성 저해는 대부분 10−4-10−5 M의

농도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종류에 따라 최고 10−3 M에서 최저

10−6 M의 유효농도 범위를 나타내었다. 다만 TIF 9의 경우는

다른 화합물에 비해 용혈활성 저해 범위가 좁아 실제 버섯재배

에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확인하였다(자료 미제시). 한편,

TIF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약 10−3 M 이상의 높은 농도에서

용혈현상이 증가하는 것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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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조직함몰검정법을 통한 TIF 효과 검증

적혈구를 이용한 용혈활성 측정에서 TIF는 10−4-10−5 M의 농도

범위에서 톨라신의 세포독성을 100%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TIF

의 우수한 세포독성 억제작용이 실제 버섯조직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버섯조직함몰검정법(pitting test)을 수행

하였다(Fig. 2). 대조군으로서 톨라신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에 톨라신 추출액만을 처리하였다. 동시에 TIF에 의한 톨

라신 세포독성 저해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IF를 10−4-10−6 M

의 농도로 처리하고 15시간 경과 후에 버섯조직의 변색 및 함

몰 정도를 관측하였다.

톨라신만 처리한 경우 처리 부위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확연

하게 갈반이 나타나 버섯표면이 함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농도별로 TIF를 톨라신과 혼합하여 처리한 부위에

서는 갈반 형성이 저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IF 10과 TIF 11

의 경우 10−4 M 이상에서 갈반 형성을 완전히 저해하였고, TIF

12의 경우에는 10−2-10−3 M의 농도범위에서 톨라신에 의한 갈

반과 함몰을 완전히 억제하였다. TIF 16은 10−4 M 농도에서 갈

반의 생성 억제효과를 보였고 10−6 M 농도에서도 효과를 나타

냈다.

갈반의 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한 TIF 10, TIF 11,

TIF 16의 경우 처리농도로 환산하였을 때, 톨라신의 세포독성

을 저해하며 갈반 형성을 완벽하게 억제하는 TIF의 농도는 약

100 mg/L 이하로 100 ppm 이하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 갈반병

을 방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용혈활성 저해효과 측

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산 에스터계 식품첨가물인 TIF가 버

섯조직에서 펩티드 독소인 톨라신의 병원성을 억제할 수 있음

을 보인 것으로, 실제 버섯 재배시에 TIF를 이용한다면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갈반병의 병리현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한다.

버섯 재배를 통한 TIF 효과 검증

균상재배를 통한 느타리버섯 재배에서는 충분한 양분 공급이 가

능하고 버섯생장에 공간적 제약이 없어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균상배지에서 5 주기까지 버섯수확

이 가능하여 병재배법이나 봉지재배법에 비해 생산이 효율적이

다. 그러나 재배과정 중에 재배상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갈반

병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균상재배 방법을 이용하여 TIF의 갈반병 억제효과를 확인하

였다. 갈반병은 세포벽이 발달하지 않은 자실체 발이 초기에 가

장 잘 발생하므로, 갈반병 발병과 방제 실험은 버섯의 크기가

3 cm 미만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발이하였을 때 수행하였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P. tolaasii 병원균을 처리한 구획의 버섯

생육은 약 40시간 후 완전히 저해되었고, 자실체에 갈반이 만

연하게 나타나 조직이 건조되고 수축되는 병징이 뚜렷하게 나

타났다(Fig. 3). 그러나 병원균과 함께 TIF를 처리한 구획에서

는 일부 갈반의 증상이 관측되었으나, 병원균만 처리하였을 때

Table 1 Food additives used as TIF

TIF Compound MW Commercial Product Name

TIF 10 Polyglycerol Fatty Acid Ester*1 1069 Ryoto Sugar Ester SWA-10D

TIF 11 Sucrose Fatty Acid Ester*1 470 Ryoto Sugar Ester S-1695

TIF 12 Sucrose Fatty Acid Ester*1 594 Ryoto Sugar Ester S-1570

TIF 16 Polyglycerol Fatty Acid Ester*2 1003 SY-GLYSTER MM-750

*1Mitsubishi-Kagaku Foods Corporation (Tokyo, Japan)
*2Sakamoto Yakuhin Kogyo (Osaka, Japan)

Fig. 2 Effects of various TIFs on the tolaasin-induced blotch formation

by pitting test. Concentrations of TIFs were ranged from 10−6 M to 10−4

M and the logarithmic concentrations of TIFs were expressed with −6 to

−4, respectively

Fig. 1 Inhibitory effects of various TIFs on tolaasin-induced hemolysis.

Inhibitions of tolaasin-induced hemolysis were measured in the presence

of TIF at various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0−3 to 1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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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갈반병 발병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대조구와 같

이 자실체의 계속적인 생장이 이루어졌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실체는 윤기있는 회색으로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병징을 보이

는 자실체는 노란색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균상재배를 통해 키

운 느타리버섯에서 정상적인 자실체와 갈반이 발생한 자실체의

병징을 색상선택법을 이용하여(Lee 2017) 비교하였다(Fig. 4).

병원균을 처리한 경우에 정상적인 자실체의 색상면적은 대조군

과 비교하여 약 40% 수준이었고, 병원균과 TIF를 같이 처리한

버섯에서는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정상적인 자실체 면적을 보

였다. 그러나 갈반 발생을 나타내는 노란색의 면적은 병원균을

처리하여 갈반이 일어난 처리구에서 약 60%로 나타났으며, 대

조군과 TIF를 처리한 구획에서 각각 약 2%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IF 처리로 P. tolaasii 균주가 분비하는 톨라신

펩티드의 세포독성이 거의 완전하게 저해되고 갈반의 생성이 억

제되어, TIF가 느타리버섯의 재배에서도 탁월한 갈반병 억제 능

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톨라신에 의한 갈반병의 발생은 버섯 세포막에 유입된 톨라신

분자의 채널 형성과 물질 이동 및 이에 따른 세포 내 삼투압

교란을 통한 세포막의 파괴, 조직의 괴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이 알려져 있다(Rainey 등, 1991). 톨라신 저해제로 특

성이 밝혀진 Zn2+는 톨라신 pore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활성을

저해하나(Cho 등, 2006), 본 연구의 TIF는 톨라신의 여러 작용

단계 중 분자다중체 형성 단계를 저해하여 버섯 세포막에 pore

형성을 막아 톨라신에 의한 갈반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다. TIF에 의한 톨라신의 활성저해는 용혈활성 시험과

버섯조직함몰검정법(pitting test),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등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

용혈활성 시험에서 TIF의 톨라신 세포독성 저해농도는 대부

분 10−4-10−5 M의 농도에서 얻어져 높은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

다. 그러나 TIF는 10−3 M 이상의 농도에서 오히려 용혈현상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TIF가 높은 농도에서 톨라신의 활성

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계면활성제로 작용하여 적혈구 세포

막의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적혈구

세포막은 극성물질들의 통과를 막고 carrier 단백질의 존재여부

에 따라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나,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하거나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막에 존재할 경우에는 적

혈구가 파괴되는 용혈현상이 발생한다(Nepal과 Rao 2011). 유

화제는 적혈구 세포막의 지질 성분을 녹이거나 교란함으로써 막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막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Nazari 등, 2012), 식품용 유화제로 알려진 TIF를 일정 농도

이상 첨가하였을 경우에 용혈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Fig. 4 Evaluated blotch formation area by the color analysis. The area of

blotch disease was analyzed by the color comparison of mushrooms

shown in Fig. 3.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E percentage of the

results from four replicates. The different lett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0.05 (Turkey’s Test, SAS Version 9.4)

Fig. 3 Effects of P. tolaasii and TIF 11 on shelf-cultivated mushrooms. Blotch disease was observed on every bunch of oyster mushrooms treated with

P. tolaasii (P. 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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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반병 발생시 노란 갈색의 발색은 버섯세포 파괴시 활성화

되는 버섯 tyrosinase가 페놀성 화합물을 갈색 melanin으로 산

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Soulier 등, 1993; Jolivet 등,

1995), tyrosinase는 P. tolaasii 감염시 활성화되어 갈반 형성 및

세포 파괴를 촉진한다(Soler-Rivas 등, 2001). 갈반병을 유발하

는 주요 세균인 P. tolaasii 6264 균주의 배양여액에서 농축한

톨라신을 얻은 후 양송이 버섯조직에 처리하면 버섯 표면에 함

몰 및 갈반을 유발한다. 그러나 톨라신과 미량의 TIF를 혼합

처리한 경우에는 톨라신에 의한 갈반의 생성 및 조직의 함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처리한 TIF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갈반 억제 효과가 증가하였다. 용혈활성시험보다 버섯조직함몰

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TIF에서 확연한 효과를 보였

으며, 이는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존재하여 세포가 계면활성제

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재배중인

느타리버섯에 TIF를 처리하는 경우에 더 높은 농도에서도 TIF

에 의한 버섯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Fig. 4에서와 같

이 톨라신 활성의 저해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막에 작용하는 펩티드 중 알츠하이머 질병을 일으키는 β-

amyloid (βA) 펩티드의 작용에는 분자간의 결합에 의한 원섬유

(fibril) 형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계면활성제인 Sodium dodecyl

sulfate는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보다 낮은 농도에서 βA

의 원섬유 형성을 촉진시켜 막결합에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Shabestari 등, 2016). 계면활성제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펩티

드가 분자내 소수성 부분을 가져야 한다(Sjogren 등, 2005). 펩

티드로 구성된 단백질과 계면활성제의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α-

나선 구조를 안정하게 하고, 농도에 따라 β-sheet 구조가 파괴

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Kuroda 등, 2003). 본 연구를 통해

TIF가 톨라신의 pore 형성에 관여하기 보다는 톨라신의 분자다

중화결합을 방해하여 세포독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것은 톨라신 독성 저해에 있어 보다 더 분자적 메커니즘을 다

룬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초 록

톨라신은 1.9 kDa의 펩티드 독소로서 Pseudomonas tolaasii에

의해 생성되며, 재배중 느타리버섯에 갈반병을 일으킨다. 톨라

신은 막에 pore를 형성하여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버섯 재배

의 생산성을 심하게 감소시킨다. 톨라신에 의한 세포독성의 작

용 기작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자다중화에 의해 세포

막에 채널구조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톨라신과 작용

하는 식품첨가물 중에 톨라신의 다중화결합을 통한 세포막 pore

형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질들이 톨라신의 활성을 저해함을 확인하고, 이들을 톨라신

저해물질(TIF)이라 명명하였다. 대부분의 톨라신 저해물질들은

식품가공과정에 쓰이는 유화제였다. 다양한 종류의 저해물질 중

에 지방산과 에스터 결합한 polyglycerol과 지방산과 에스터 결

합한 sucrose 화합물이 10−4-10−5 M 농도범위에서 톨라신의 세

포독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이러한 저해물질들은 균상재

배하는 느타리버섯에서 갈반병의 발생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Keywords 느타리버섯 · 슈도모나스 톨라시 · 톨라신 · 펩티드

독소 · pore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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