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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effect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d on the growth of Pleurotus ostreatus

mycelia, which was confirmed using PDA, PDB, and a column test. The efficacy of treatment was evaluated using Cd at two
concentrations, 10 ppm and 100 ppm. The extent of mycelial growth on PDA and PDB was similar to that observed in the
untreated groups and those treated with 10 ppm C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mycelial growth was suppressed in a system
treated with Cd at concentrations of 100 ppm. Moreover, the extent of mycelial growth observed upon conducting a column test
was similar to that obtained using PDA and PDB. When the composition of free amino acids in PDB was determined, their levels
in the group treated with 100 ppm Cd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ol. However, the amounts of 15 amino
acids in the group treated with 10 ppm of Cd had increased compared to those detected in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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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지구 대부분에 존재하며 분해자로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재활용에 직접적으로 관여 한다 (Petkovšek et al.

2013). 이러한 버섯 중 식용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

는 음식으로 질감과 풍미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 등의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으며, 무기질, 비타

민, 아미노산 등 인체에 중요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식품으로 영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Latiff et al. 1996; Breene et al. 2990; Oh and Lee

2005; Kim et al. 2017). 버섯은 통상 자연계에서 분해자

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흡수하고 이를 축적하기

도 한다(Liu et al. 2015). 이러한 물질들 중에는 인(P) 철

(Fe) 코발트 (Co), 구리 (Cu), 망간 (Mn), 크롬 (Cr) 및 아

연 (Zn), 비소 (As), 카드뮴 (Cd) 및 납 (Pb)같은 중금속

등도 포함된다(Garcia et al. 1998). 

2018년 국내 식용버섯 재배면적은 412 ha이며, 생산량은

135,776M/T 인데, 그 중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은 122 ha의 재배면적에서 39,675(M/T)이 생산되어 식용

버섯류의 29% 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9). 현재 버섯은

인공재배가 불가한 일부 버섯류를 제외하면 톱밥을 이용

하여 인공적으로 배지를 만들어 병 재배를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느타리버섯 또한 대부분 병

재배로 재배되고 있으며 배지 재료로는 포플러톱밥, 비트

펄프와 면실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포플러톱밥은 공

급량이 매우 불안정하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Jang et al. 2014). 수입되고 있는 버섯배지 재료 및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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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에서 중금속이 허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im et al. 2017).

버섯은 기본적으로 농업부산물 또는 톱밥을 이용하여 배

지를 만들어 재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섯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다(Kim et al. 2012). 그러

나 배지상 중금속 함량에 따른 균사체의 생육에 대한 연

구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Cd의 처리농도

에 대한 고체, 액체 배지 및 컬럼상의 균사 생장특성을 확

인하고 유리아미노산 분석을 통해 Cd 처리에 따른 액체

배지내의 균사체의 양분 소비변화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공시균주는 경기도버섯연구소에서 보존중인 느타리버

섯 품종 흑타리(ASI 0655)를 분양받아 공시균주로 사용

하였다.

중금속에서의 균주 배양
공시균주를 이용한 배지 내 중금속 처리 시 균사 배양

시험은 기본 배양 배지를 PDA(difico, USA) 및 PDB

(difico, USA) 를 사용하였으며, 배지에 Cd를 각각

10 ppm 및 100 ppm으로 첨가하여 121
o

C에서 15 min 동

안 autoclave(HVA-85, Hirayama, Japan)로 가압 멸균하

여 사용하였다. 시험은 공시균주를 접종한 후 진행하였다.

PDA 배지는 25
o

C에서 7일간 배양한 다음, 균총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PDB 배지는 25
o

C, 120rpm 조건으로 10일

간 배양하여 균체량을 측정하였다.

균사생장량 조사
균주는 PDA 평판배지에서 5일간 배양한 후 균사의 생

육이 80% 이상 진행된 플레이트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처리구는 PDA 배지를 control로 하여 Cd를 10 ppm

100 ppm (w/v)이 되도록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PDA 상

에서 미리 배양된 균주를 Corkborer를 이용하여 잘라내었

고, 백금이를 이용하여 평판배지 표면에 접종하였다. 접종

된 배지는 25
o

C, 암조건으로 설정된 incubator에서 7일간

생육하였다. 생육기간 중 48 h 마다 균사의 생육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 균사밀도와 균사생장량을 측정하였다.

컬럼테스트

Cd 처리에 의한 균사의 생육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컬럼테스트(Column test)를 진행하였다. 컬럼테스트에는

30×200 mm의 Test tube를 사용하였으며, 충진한 배지의

조성은 포플러톱밥:면실피:콘코브:비트펄프:면실박을 73:

87:8:40:35 (w/w)로 하여 제작하였다. 수분함량은 65%로

조절하였으며, Cd는 배지 건물중에 맞추어 10 ppm 및

100 ppm 으로 녹여 배지에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충진이

완료된 Test tube는 121
o

C에서 40 min 동안 autoclave

(HVA-85, Hirayama, Japan)로 가압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가압멸균 후 식힌 배지에 PDA plate에서 80% 이상 균사

생육이 진행된 공시균주를 Corkborer를 이용하여 잘라 넣

었다. 접종된 Test tube는 25
o

C, 암조건으로 설정된

incubator에서 24일간 생육하였다. 생육기간 중 7일 마다

균사의 생육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균사밀도와 균사생장량

을 측정하였다. 

아미노산 분석을 위한 전처리
유리아미노산을 분석하기 위하여 PDB 배지에 무처리, Cd

10 ppm, 100 ppm 처리 하였으며, 시료는 증류수로 5배 희석

하고 제단백을 위해 희석한 시료에 5% trichloroacetic

acid(TCA)를 1:1로 희석한 후, 15분간 12,000rpm에서 원

심분리 상등액은 n-hexane을 처리하여 지질 및 색소 등의

비극성 물질을 제거하고, 0.2 µl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10
o

C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유리아미노산 분석은 전처리된 시료를 아미노산분석기

인 HITACHI L-8900 Amino Acid Analyzer(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미노산분석을 위한

Solution 중 Elution buffer로는 PF1, PF2, PF3, PF4, PF-

RG를 사용하였으며, Coloring solution으로는 Wako

Ninhydrin Coloring Solution kit for HITACHI를 사용하

였다. 분석 컬럼은 ion exchange column #2622PF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유리아미노산의 표준

물질은 Wako PF standard(Type B), AN-II(Wako, Japan)

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PDA, PDB, Column test 등 모든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 결과

는 SAS(statistic analysis system, version 9.4)를 이용하

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를 검

정하였으며 모든 결과의 분석은 신뢰도 95% 구간에서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DA 배지 내 Cd 첨가에 따른 균사생장량을 확인한 결

과는 Table 1과 Fig 1와 같다. 균사의 생장량은 Control의

경우 배양 2일차 32.0 mm 배양 4일 59.3 mm 배양 6일

86.0 mm 배양 8일 87.0 mm를 나타내었으며, Cd 10 ppm

은 배양 2일 29.3, 배양 4일 52.8, 배양 6일 82.5, 배양 8

일 87.0 mm를 나타내었다. Cd 100 ppm의 경우 배양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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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배양 4일 20.0, 배양 6일 27.0, 배양 8일 36.4 mm를

나타내었다. Cd 첨가량에 따라 균사생장량을 확인하였을

때 Cd 10 ppm 처리의 경우 배양일 간 Control과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Cd 100 ppm 처리의

경우 배양 기간 중 균사 생장이 저하되어 Control과 균사

생장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Cd 50 ppm 처리 배지에서 송이속 균주의 균사생장특성을

보았던 Kang et al.(2018)과 Lee et al.(2008)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농도의 Cd 처리가

균사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

농도의 중금속 처리가 균사의 생장만을 억제하는 것인지

혹은 중금속이 균사로 전이되어 생육이 억제되는 것인지

는 추후 시험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DB 배지 내에서 균사생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중

과 건물중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Table 2 및 Fig 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PDB에서 15일간 배양한 후 균사체의 무게

를 측정한 결과 Control 처리구는 생체중 0.82±0.07 g, 건물

중 0.06±0.01 g 으로 확인되었으며, Cd 처리구는 10 ppm

처리구에서 생체중 0.79±0.05 g, 건물중 0.05±0.01 g 으로

확인되었고, 100 ppm 처리구에서 생체중 0.45±0.10 g, 건

물중 0.03±0.01 g으로 확인되었다. 생체중과 건물중의 차

이로 균사체량을 확인한 결과 Control 처리구와 Cd 처리

구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PDA plate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균사 생장량과 그 내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톱밥배지 내에서의 균사 생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

행된 컬럼테스트 결과는 Table 3 및 Fig 3과 같다. 무처리

구와 Cd 10 ppm 처리구는 컬럼테스트에서 균사 생장 특

성을 확인하였을 때 균사 생장량은 PDA상에서의 균사 생

장량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처리의 경우

배양 24일차에 132.1±0.3 mm의 균사생장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Cd 10 ppm은 배양 24일차에 128.7±1.9 mm의 균

사생장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 100ppm 처리의 경우

배양 24일차에 84.4±1.7 mm로 무처리구 및 Cd 10 ppm

처리구에 비해 균사의 생육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배양기간이 PDA 및 PDB보다 길어짐에 따라 Cd

100 ppm에서도 균사 생장이 진행되는 것을 컬럼테스트에

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PDA 및 PDB와 달리 배지

조성물질의 질소원 및 탄소원의 함량이 변화하여 균사의

생육이 PDA 및 PDB 보다 원활하여 생장량의 변화가 생

긴 것으로 보인다.

PDB 배지를 이용한 아미노산 분석 결과는 Fig 4. 와 같

다. PDB 배지 내 유리아미노산은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Asp, Thr, Ser, Glu, Gly, Ala, Val, Met, Ile,

Leu, Tyr, Phe, g-ABA, Orn, Lys, His, Arg, Pro 등 18종

이 확인되었다. Cd 10 ppm을 처리하였던 PDB 배지에서

Met, g-ABA, Orn의 3종의 아미노산을 제외한 15종의 아

미노산에서 Control 대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증가량은 최소 5~30 ppm 수준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고,

Cd 100 ppm 처리구에서는 Control 대비 아미노산의 양이

Table 1. Mycelial growth according to Cd concentration in
PDA

Treatment 
Incubation period (days/mm)

2 4 6 8
Control(ASI 0655) 32.2±3.4a 59.3±5.4a 86.0±2.0a 87.0±0.5a

Cd_10 ppm 29.2±5.9a 52.8±2.8a 82.5±0.5a 87.0±0.9a

Cd_100 ppm 14.0±6.7b 20.0±7.8b 27.0±7.3b 36.4±5.5b

a-b
 Valu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p<0.05).

Fig. 1. Mycelium growth morphology with addition of Cd
concentration
*A: Control(ASI 0655); B: Cd 10 ppm; C: Cd 100 ppm.

Table 2. Mycelial growth according to Cd concentration in
PDB

Treatment 
Mycelial wight (g)

Fresh weight dry wight
Control(ASI 0655) 0.82±0.07a 0.06±0.01a

Cd_10 ppm 0.79±0.05a 0.05±0.01a

Cd_100 ppm 0.45±0.10b 0.03±0.01b

a-b
 Value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p<0.05).

Fig. 2. Mycelium growth morphology with addition of C
concentration in PDB
*A: Control(PDB); B: PDB + Cd 10ppm; C: PDB + C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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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PDB 배지 내 아미노산의

증가양상은 균사체가 생장하면서 PDB 내의 양분을 소비

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는데, Cd 10 ppm의 경우 PDB내

의 아미노산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농도의 중금속이 균사체의 양분 소비 변화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분석을 통해 대사경

로와 기작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Cd의 함량에 따른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균

사체의 균사생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이 진행되었

다. 균사의 생장특성은 PDA, PDB 및 컬럼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Cd의 처리는 10 ppm 및 100 ppm의 두 가지

처리를 통해 시험하였으며, PDA 및 PDB 균사생장은 무

처리구와 10 ppm 처리구에서는 생육기간동안 균사 생장

이 비슷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00 ppm 처리의 경

우 균사의 생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컬럼테스

트를 통한 균사생장 특성 또한 PDA 및 PDB와 비슷한 양

상으로 균사가 생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PDB 내의 유

리아미노산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Cd 10 ppm에서

Control 대비 아미노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저농도의 중금속 처리가 PDA 및 PDB에서 무처리구와

균사 생장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PDB 내의 양분 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

농도의 Cd 처리는 균사의 생장을 억제하는 기작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농도 처리에서는 균사 생장과 관련된

사항은 다르지 않았지만 PDB 내에서 아미노산의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함에 따라 추후 균사체 생육 억제 기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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