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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의 Polyphenol Oxidase 분리 정제 및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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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phenol oxidase (PPO) isoforms were partially purified from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using
various chromatography techniqu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heat stability, substrate affinity, optimum pH,
and optimum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Three PPO isoforms named PO-I, PO-II-1, and PO-II-2 were
partially purified from oyster mushroom. The molecular weight of PO-II-1 was 70 kDa and PO-I and PO-II-2
were less than 6 kDa each. Character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a PPO isoform partially purified by hydro-
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 Optimum temperature was 55oC and optimum pH 5.0. However, the PPO
was inactivated at neutral pH or by heating at 80oC for 30 min, while the 40% PPO still remained active after
heating at 60oC for 45 min. The PPO isoform showed the highest substrate affinity to chlorogenic acid and
pyrogallol, in which KM values were 1.01 and 2.06 mM, respectively.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mushrooms should be stored at a pH higher than 7.0 and at a low temperature to prevent enzymatic b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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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건강 지향적이면서 간편성을 추

구하는 식품으로 바뀌면서 과채류와 버섯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신선편이식품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과채류와 버섯은 수확 후 가공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변이나 물러짐 현상 등 다양한 변화에

따른 품질 저하의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그중에서도 갈변으

로 인한 과일의 손실률이 전체 손실율의 50%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과채류나 버섯에서 발생하는

갈변 현상은 크게 polyphenol oxidase(PPO)와 peroxidase가

관여하는 효소적 갈변과 성분 상호간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소적 갈변으로 나누어지는데, 과채류나 버섯

의 신선편이식품 가공 시 발생하는 갈변은 주로 갈변효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갈변효소 중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PPO는 산소 존재 하에서 phenolic compounds

를 산화시켜 o-quinon compounds를 만들고 이들 물질이

서로 중합되면서 갈색 또는 적색의 갈변물질을 생성하게 된

다. 효소적 갈변은 주로 가공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

세, 박피, 절단 등 물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떨어져있던 PPO

와 기질로 작용하는 phenolic compounds, 산소가 서로 반응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주로 PPO에

의해 발생하는 과채류의 효소적 갈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 PPO 활성을 억제시키거나 기질 및 산소의 접촉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들(3-5)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각각의 과

채류를 비롯한 신선편이식품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과채류나 버섯에 들어있는 갈변효소인 PPO 특성에 대한 연

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버섯의 경우, 수확 후 대사작용이 일반 과채류보다 활발하

여 이산화탄소가 20oC에서 200～500 mg CO2/kg/hr 발생함

으로써 중량감소 및 외관변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호흡열

로 인한 품온 상승으로 변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 과채류에 비해 갈변효소에 대한 연구가 덜 진행

되어 있는 실정이다(6).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

역에서 널리 식용되고 있는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은 cholesterol level을 낮추는데 관여하는 lovastatin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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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for purification of oyster mushroom PPO.
Enzyme fractions separated by each chromatography were dia-
lyzed against the buffer used in the next chromatography, and
the PPO activities of separated fractions were spectrophotometri-
cally measured at 420 nm using pyrogallol as a substrate.

무게 대비 0.4%에서 2.7%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암,

항산화, 항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으나 갈변에 관한 연구, 특히 PPO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않았다(7-1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버

섯 총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12) 느타리버섯의

효소적 갈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느타리버섯으

로부터 PPO을 부분 분리 정제하고, 이들 PPO isoforms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 정제된 분획을 이용하여 최적 반응온도,

pH, 열안정성, 기질특이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느타리버섯은 전남 목포에서 구입하

여 수세, 절단 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저장하여 갈변효소

인 PPO의 함량을 증가시켜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Tris(base), ammonium sulfate, pyrogallol,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catechol, L-dihydroxy phenyl alanine

(L-DOPA), vanillic acid, D-tyrosine, polyvinyl polypyrro-

lidone(PVPP)은 Sigma(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용 용매는 HPLC

grade 용매를 사용하였다.

조효소액의 제조

절단으로 PPO 함량이 증가된 느타리버섯(4.5 kg)을 1%

polyvinyl polypyrrolidone(PVPP)을 함유한 0.5 M Na-

phosphate(pH 7.0) 9 L에 넣고 분쇄한 후 1시간 동안 균질화

시켰다. 이후 4oC에서 20분간 10,000×g에서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등액과 동량의 acetone으로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다시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 pellet을 얻었다. 이

렇게 얻은 단백질 침전물을 20 mM Tris-HCl(pH 8.0)으로

녹여 동 용액으로 투석시킨 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모든 단백질 추출과정은 4
o
C에서 이루어졌다.

단백질 정량

단백질은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13). 증

류수로 희석된 조효소액 800 μL에 dye reagent 200 μL를

넣어 상온에서 15분간 정치시킨 후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bovine r-globul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PPO 활성 측정

PPO활성은 0.1 M Na-succinate(pH 5.5) 450 μL와 조효

소액 50 μL를 넣은 반응액에 기질로 10 mM pyrogallol 500

μL를 넣어 50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효소의 정제

느타리버섯의 PPO의 정제는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종류의 open column chromatography(Q-sepharos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hydrophobic interaction chro-

matography: HIC)와 3종류의 HPLC용 column chromatog-

raphy(Mono-Q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HIC,

gel-filtration chromatography)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분

리하였다. Q-Sepharose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의 경우 resin(Sigma Co.)을 충진시킨 column(2.5×20 cm)
을 20 mM Tris-HCl(pH 8.0)로 equilibrium 시킨 후 조효소

액을 loading한 다음, 증류수와 0.5 M NaCl용액을 이용한

gradient system(Pharmacia Biotech., Stockholm, Sweden)

으로 용출하였다. 이때 유속은 4 mL/min로 하여 120분간

실시하였으며 5 mL씩 분획하였다. Q-Sepharose anion-

exchange column chromatography에서 효소활성을 보이는

분획(PO)을 1.2 M ammonium sulfate를 함유한 20 mM

Na-phosphate(pH 6.8)로 equilibrium 시킨 후, phenyl

Sepharose 6-fast flow resin(Sigma Co.)으로 충진된 HIC에

loading한 다음, 1.2 M ammonium sulfate에서 3차 증류수로

농도변화를 주면서 4 mL/min 유속으로 단백질을 분리하였

다. 효소활성을 나타낸 분획(PO)을 Mono-Q anion ex-

change column(Pharmacia Biotech.; HR 5/5)과 HIC가 연결

된 HPLC(Jas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

리하였으며, 이때 유속은 0.5 mL/min로 실시하였다. 이어

Superdex 75 gel-filtration column(Pharmacia Biotech.; HR

10/30)을 이용하여 유속 0.5 mL/min의 조건에서 최종적으로

정제하였다. 효소활성 분획(PO-II-1, PO-II-2)의 분자량은

표준물질로 bovine serum albumin(66 kDa), carbonic an-

hydrase(29 kDa), cytochrome(12.4 kDa), aprotinine(6.5

kDa)을 이용하여 작성된 검정곡선에 의해 추정하였다. 또한

gel-filtration column의 void volume은 alcohol dehydro-

genase(150 kDa)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Partially denatured-PAGE

정제과정 중 PPO 활성을 나타낸 모든 분획들(PO-I, PO-

II-1, PO-II-2)은 partially denatured-PAGE를 행하였다.



느타리버섯(P leurotus ostreatus)의 Polyphenol Oxidase 분리 정제 및 특성 조사 1449

PO

PO

Fig. 2. Separation of oyster mushroom PPO using various chromatographies including Q-sepharose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A), HIC (B), mono-Q anion-exchange chromatography (C), and gel-filtration chromatography (D). The
separated fractions were detected at 280 nm and the PPO activities of the fractions were spectrophotometrically measured at 420 nm
using pyrogallol as a substrate.

즉, 분리한 조효소액은 열처리로 불활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

로 5% stacking gel과 0.1% SDS를 포함한 8% running gel

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을 행한 다음, 전개된 gel에 기질물질

인 pyrogallol을 가하여 activity staining을 행한 후 이어

silver staining 하였다.

효소특성 조사

느타리버섯에서 분리한 PPO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PPO isoforms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 정제된 분획을 이용하

여 pH 및 반응 온도에 따른 효소활성의 변화, 효소의 열 안전

성 및 기질특이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pH에 따른 효소의 활

성 변화는 0.1 M Na-succinate(pH 3.0～5.5)와 0.1 M Na-

phosphate(pH 5.0～7.0)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효소활성

의 최적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80
o
C 범위 안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효소추출액을 30,

40, 60, 80oC에서 각각 15, 30, 45, 60분 동안 열처리한 후

남아있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 효소의 열안정성을 조사

하였으며 효소의 기질특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ono-,

di-, tri-hydroxy phenol(D-tyrosine, vanillic acid, L-3,4-

dihydroxyphenylalaine(DOPA), chlorogenic acid, catechol,

gallic acid, pyrogallol)을 0.1, 0.2, 0.5, 1.0 mM 농도를 기질로

사용하여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갈변효소의 분리 정제

수세, 절단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느타리버

섯의 갈변에 주로 관여하는 효소인 polyphenol oxidase

(PPO)를 분리 정제하기 위하여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효소액을 추출한 후 다양한 column chromatography를 사

용하였다. Q-Sepharose anion-exchange, hydrophobic in-

terac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open column chroma-

tography에서는 효소활성을 보이는 한 개의 peak를 분리하

였으며 이를 PO라고 명명하였다. 분리된 PO를 HPLC에 의

해 분석한 결과, Mono-Q-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에서 두 개의 활성 peak를 얻었으며 이를 PO-I과 PO-II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리고 활성이 강한 PO-II를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한 결과, 두 개

의 활성 peak를 얻었으며 이를 PO-II-1과 PO-II-2로 명명

하였다. 따라서 5종류의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느타

리버섯의 갈변효소 세 종류(PO-I, PO-II-1, PO-II-2)를 분

리하였다. 분리된 이들 PPO의 분자량을 Superdex 75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PO-I와

PO-II-2는 6 kDa 이하, PO-II-1는 70 kDa 이상의 분자량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또한 이들 PPO를 불활성화

시키지 않고 SDS-PAGE로 분리한 후, 기질인 pyrogal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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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ally denatured-PAGE of pu-
rified PPO isoforms. Partially denatured-
PAGE was performed on 8% running gel
containing 0.1% SDS and 5% stacking gel.
After electrophoresis, the gel was activity-
stained at 40 for 30 min in 0.1 M Na-succi-
nate (pH 5.5) containing pyrogallol as a sub-
strate (A), and then the gel was stained with
silver (B).

(A)

                               pH

(B)

                       Reaction temperature (oC)

(C)

                            Heating time (min)

Fig. 4. Characterization of PPO isoform purified partially us-
ing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 0.1 M Na-succi-
nate (pH 3.0～5.5) and 0.1 M Na-phosphate (pH 5.0～7.0) were
used to find optimum pH (A), the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he PPO activity was studied at the range of 10～80 (B), and
heat stability of the PPO was evaluated by determining the re-
maining PPO activity after incubation at 30～80oC for 10～60 min (C).

용액으로 activity staining한 partially denatured SDS-

PAGE 분석 결과, 분리된 3개의 PPO isoform 모두에서 기질

과 반응을 보여 단일 갈색 band를 형성함으로써 분리된 3개

의 PPO는 단일 PPO isoform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

어진다. 그러나 pyrogallol staining 후 다시 silver staining

하여 PPO 이외의 다른 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PO-I는 분리 정제가 잘되어 단일 band가 나타난 반면 PO-

II-1과 PO-II-2에는 이들 효소들보다 분자량이 큰 다수의

단백질들 band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pH 및 반응 온도에 따른 효소활성의 변화

느타리버섯에서 분리한 PPO의 특성 조사를 위해 open

column인 Q-Sepharose anion-exchange column, hydro-

phobic interaction column에서 부분 분리 정제된 PO 분획을

사용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효소활성은 다른 일반적인 과

채류(14-16)의 갈변효소가 중성부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pH 5.0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pH 3.0 부근에서도 효소활성이 60% 정도를 나타낸 반면 pH

7.0에서는 약 20% 효소활성만을 나타냈다(Fig. 4A). 따라서

초산이나 젖산을 이용하여 pH를 낮게 유지하여 갈변을 억제

하는 일반적인 과채류나 양송이버섯과는 달리 느타리버섯

의 경우 갈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pH를 7.0 이상으로 유지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반응온도에 따른

효소활성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 4B에서 보는바와 같이

느타리버섯의 PPO의 반응최적온도는 일반적인 과채류

PPO의 최적 온도인 30
o
C 부근과는 달리 60

o
C 부근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10oC와 80oC에서도 약 60% 정도의 PPO 활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소의 열 안정성 및 기질 특이성

느타리버섯으로부터 부분 정제한 PO 분획을 대상으로

30, 40, 60, 80oC에서 15, 30, 45, 60분간 가열한 후 각각의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4C), 30
o
C와 40

o
C에서 60분간

열처리하여도 80% 이상의 효소 활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관

찰된 반면, 60oC에서 15분간 열처리한 경우 약 50% 정도의

효소가 불활성화 되었으며 80
o
C에서 15분간 열처리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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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m values of oyster mushroom PPO for the various
substrates

Substrate Km value (mM)
1)

Trihydroxyphenol
Pyrogallol
Gallic acid

2.06
23.95

Dihydroxyphenol
Catechol
Chlorogenic acid
L-DOPA

47.12
1.01
23.24

Monohydroxyphenol
Vanillic acid
D-Tyrosine

ND
ND

1)
Km values were obtained using Lineweaver-Burk Plot. ND
indicates that Km value is too big to be determined.

대부분의 PPO는 활성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느타리버

섯 PPO는 60oC에서 30분간 열처리 후에 약 40% 정도 활성

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온도에서 30분 열처리 후에도 약

80%의 활성을 보이는 고구마의 PPO에 비해 열안정성이 다

소 떨어지나(17), 사과의 PPO와는 거의 비슷한 열안정성을

나타냈다(18). 또한 mono-, di-, trihydroxy phenolic com-

pounds을 사용하여 느타리버섯 PPO isoform의 기질특이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적의 반응조건(pH 5.0, 55oC)에서 각각

의 Michaelis-Menten 상수(Km) 값을 측정한 결과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hydroxy phenol 물질인 chlorogenic

acid와 trihydroxy phenol 물질인 pyrogallol이 Km value가

각각 1.01 mM과 2.06 mM로 높은 기질 친화력을 보인 반면

monohydroxy phenol 물질인 vanillic acid와 tyrosine을 사

용한 경우에는 거의 갈변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느타리버섯 PPO의 특성 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일반적인 과채류나 다른 버섯류의 PPO들이 보이는 특성

과는 다른 최적 반응 조건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채

류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호흡열로 인한 품온

상승이 쉬운 느타리버섯(6)의 특성상 온도 조절만으로는 갈

변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느타리버섯을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한 후 10oC 이하, pH 7.0 이상

의 조건에서 보관한다면 갈변억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우리나라 버섯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느타리버섯

(Pleurotus ostreatus)의 유통 중에 발생하는 갈변을 방지하

기 위한 기초 조사로 갈변원인 효소인 polyphenol oxidase

(PPO)를 분리 정제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느타리버섯

으로부터 3개의 PPO isoforms(PO-Ⅰ, PO-Ⅱ-1, PO-Ⅱ-2)

을 분리하였으며, gel-filteration을 이용한 분자량 확인 결과

PO-Ⅱ-1은 void volume(70 kDa), PO-Ⅰ과 PO-Ⅱ-2는

include volume(6 kDa)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보아 PO-Ⅱ-1

은 70 kDa 이상, PO-Ⅰ과 PO-Ⅱ-2는 6 kDa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리된 3개의 PPO isoform들을 partially dena-

tured-PAGE 후, activity staining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록 이들 PPO isoforms PO-II-1과 PO-II-2에 다수의 단백

질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PPO 활성을 보이는 band가 하나

로 나타남으로써 분리된 PPO isoform들이 실제 PPO 활성

을 갖고 있는 단백질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PPO isoform이

혼합되지 않은 단일 PPO isoform으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y에서 분리된

isoform PO를 이용하여 특성을 조사한 결과 최적 반응온도

와 pH는 일반적인 다른 과채류와는 달리 50～55oC, pH 5.5에

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열 안정성 실험에 있어서는

60oC에서 45분간 가열 처리 시 약 40%의 PPO activity가

남아있는 반면, 80oC에서 30분간 가열 처리 시 PPO가 완전

히 불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chlorogenic acid와 pyrogallol

에 대하여 높은 기질 특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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