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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rassis crispa was cultivated using soybean curd whey, and its antimicrobial activities were examined against 
those of eight microorganisms that were foodborne pathogens or food-poisoning bacteria. The culture broth of soybean 
curd whey was superior in mycelium content (17.76 g/L) to that of the defined culture broth, and the β-glucan 
content was about 10.64 percent (w/w).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culture broth were confirmed against 
those of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 and S. typhimurium using the paper disk method. The antimicrobial 
activity was also maintained after the heat treatment and alcalase treatment. The filtrate with less than 3 kDa M.W. 
also show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four strains: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 and S. typhimurium. 
Th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was about 1.26 mg/mL in the B. cereus and 12.6 mg/mL in the 
St. aureus and L. monocytogenes. The S. typhimurium showed a MIC of 62.8 mg/mL. Thus, the culture of Sparassis 
crispa using soybean curd whey provides a thermally stable antimicrobial agent that can be used as a natural preservative 
in the bio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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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

질 및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독특한

향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식용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식용 및 약용으로 섭취하고 있는 버섯의

자실체 부분은 독특한 향과 질감을 가지고 있고 β-glucan을

포함한 생리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또한 식용 및 약용 버섯은 항산화(3), 항암(4),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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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5),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6) 등이 보고되어 다양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꽃송이 버섯(Sparassis crispa)은 한국, 일본, 중국, 북미,

유럽, 호주 등에 분포하는 식용 버섯으로 자실체는 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근처 줄기나 그루

터기에 뭉쳐서 양배추처럼 발생한다. 꽃송이 버섯이 β

-glucan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공재배

및 기능성물질 추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 또한 꽃송이 버섯은 β-1,3-glucan의 함량이 다른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암 효과(8)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sparassol

(methyl-2-hydroxy-4 methoxy-6-methyl-benzoate)과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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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성 대사물질(antifungal metabolite)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sparassol은 인간의 질병 치료제와 엽병의

방제용으로 연구되고 있다(9).

버섯은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실체뿐

만 아니라 액체배양을 통한 균사체로도 식용 가능하여 식품

의 기능성 및 의약품 소재화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10). 버섯의 자실체를 얻기 위해서는 배양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되며, 무균화된 배양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

다. 최근 대부분의 버섯 종균은 액체배지에 함유된 영양성

분을 이용한 생물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균사체 배양이 가능하게 되었다(11). 그러나 꽃송

이 버섯 종균을 이용한 액체배양을 다른 버섯에 비해서

생육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액체배양에 대한 연구가 미비

한 실정이다(12). 또한 버섯 균사체를 포함한 액체 배양물은

배지의 영양성분 조성과 배양조건에 따라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다양한 대사산물을 얻을 수 있다(13,14).

버섯의 균사체와 유용성분 포함하는 액체 배양물을 대량

으로 단기간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지 성분의 최적화 및

경제성이 있는 원료들의 사용이 요구된다. 버섯의 액체배

양을 위한 영양성분으로 corn steep liquor, yeast extract,

peptone 등의 부산물 유래 탄소원과 고가의 질소원 등을

사용되고 있다(15). 액체 배양에 사용되는 원료 배지에 대한

대체소재로 두부 생산 시에 부산물로 얻어지는 순물을 사용

할 수 있다. Cheun 등(16)은 순물을 버섯 액체 배양 배지로

활용하여 6종의 버섯의 액체배양물을 생산하였을 때 동충

하초 균주가 최적 균주로 선발되었고 순물 버섯 배양액을

첨가하여 연 두부 제조 시 기존 두부와 비교하여 품질 특성

의 큰 변화 없이 저장기간의 연장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순물은 일반적인 두부 제조 시 단백질 응고물의 압착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전체 물 첨가량의 약 50% 정도

가 발생된다(17). 순물에는 콩의 불용성 섬유질과 일부 응고

된 고분자 단백질 외에 수용성 영양성분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두부 응고에 사용되고 남은 소량의 응고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고형분 함량은 2-3%로서 이중 단백질

등의 질소화합물은 약 16%, 당류는 약 53% 정도이며(18),

isoflavone, saponin 및 oligosaccharides 등의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최근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

항균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적 합

성품이 아닌 식용식물이나 생약 등의 천연물로부터 천연

식품 보존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2). 현재

까지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pyogenes, Salmonella,

Yersinia, Clostridium sp.등 유해균이 생산하는 enterotoxin

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밝혀지고 있다. 식품에 오염된 미량의 식중독

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

만,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 노인, 환자 또는 임산부의 경우

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두부 제조 시에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순물을 배지로 이용하여 꽃송이 버섯 종균의 액체배양을

통해서 버섯 균사체를 생산하고, 항균물질 및 β-glucan생산

을 최적화하였으며, 꽃송이 버섯 배양액 및 분획물의 그람

음성 및 그람양성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꽃송이 버섯 액체배양물의 항균물질에 대한 열, 효소

처리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함으로서 천연 항균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순물은 두원 식품(Gimcheon, Korea)에서 공급받아 사용

하였으며, sucrose, glucose soluble starch, K2HPO4, MgSO4

는 덕산 화학(Ansan, Korea)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두 분말은 천호식품(Daegu, Korea)에서 구입하여 밀봉한

후 암소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고, 항균 실험에 사용한

filter paper는 Advantec사(Tokyo, Japan)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균주

본 시험에 사용한 균주는 농촌진흥청에서 분양 받은 꽃

송이 버섯(Sparassis crispa Wulf. ex Fr)으로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Co. Maryland, USA) 배지에 접종하여

25℃, pH 5.1±0.2, 암 조건에서 20일 이상 배양하여 사용하

였다.

순물의 성분 분석

순물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은 AOAC법(21)에

따라 정량하였다.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단

백질 자동 분석기(Buchi 339, Bu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질소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을 이용하였고 무기질 분석을 위해

시료의 전처리로 시료 5 g을 회화하여 유기물을 제거한

뒤 HCl 1 mL과 증류수 5 mL를 넣고 용해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정량하였다. 정용한 액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 ELAN

9000, Perkin Elmer Inc., CA, USA)로 무기원소를 정성 정량

하였다. ICP 분석 조건으로 plasma power는 1.3 kw,

nebulizer gas flow는 0.8 L/min, Plasma gas flow 15 L/min,

Auxiliary gas flow 0.2 L/min로 흘려주며 분석하였다.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

꽃송이 버섯을 액체 배양하기 위한 제한 배지의 조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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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Yang의 방법(22)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Sucrose

1%(w/v), soluble starch 0.5%(w/v), soybean flour 0.2%(w/v),

K2HPO4 0.05%(w/v), MgSO4 0.05%(w/v)를 혼합하여 사용

하였고, 순물 배지는 순물 중량 대비 glucose를 2%(w/v)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배지는 121℃에서 30분 동안 멸균하

여 5 L jar fermentor (Fermentec Co. Ltd., Cheongwon, Korea)

에서 배양하였다. PDA 배지에 배양된 꽃송이 버섯 종균을

가로×세로(3×3 cm)로 절개하여 potato dextrose broth 100

mL에 첨가한 후 homogenizer (10,000 rpm, 3 min)로 균질화

하여 첨가하였다. 배양 조건으로 온도는 25℃, 공기 주입량

은 1 vvm, 회전속도는 300 rpm으로 하여 10일 동안 배양하

여 이화학적 분석 및 항균 활성을 평가하였다.

pH 및 산도 측정

pH는 배양액 10 mL을 취하여 pH meter (Digital pH meter

420A+, Thermo Orion.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적정 산도는 pH meter를 이용하여 배양액의 pH가

8.3에 도달할 때 까지 0.1 N-NaOH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tartaric acid 함량(%, v/v)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당도 및 고형분 함량 측정

당도는 전자당도계(0∼93 °Brix)를 이용해 배양액의 당

도를 측정하였다. 고형분 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

(FD-720, Kett Electric Laboratory,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배양액 5 mL에 함유된 수분을 건조한 후 남아있는 고형

분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균사체 및 다당류 함량 측정

꽃송이 버섯 균사 배양액에 함유된 균사체와 세포외 다

당체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배양액 200 mL씩 취하여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750g, 20 min)하여 침전물과

상등액으로 분리하였다. 침전물은 균사체 성분으로 증류수

로 2회세척하여 동결 건조하여 무게를측정하였고, 상등액

에 함유된 세포외 다당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차가운

isopropyl alcohol을 배양액 대비 2 volume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하였다. Isopropyl alcohol에 침전된 다당체는 원심

분리(750g, 20 min)하여 회수하여 동결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수용성 단백질과 타이로신 함량 측정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수용성 단백질 함량측정은 Protein

assay kit(SMARTTM BCA, Intron Biotechnology INC.,

Sungnam,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 (BSA)을 표준물질로 하여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배양액에서 생산된 peptide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in

phenol 시약을 이용하여 tyrosine 함량을 측정하였다(23).

꽃송이 버섯 배양액을 원심분리(1,500g, 20 min)하여 얻어

낸 상등액 0.7 mL에 0.44 M TCA(trichloroacetic acid) 0.7

mL를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1,500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회수된 상

등액 1 mL에 0.55 M Na2CO3 2.5 mL와 phenol reagent 0.5

mL를 첨가하고 37℃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반응시켜 흡광

도를 spectrophotometer (UNION Kontron Co., Ltd., Milano,

Italy)로 660 nm에서 측정하였다.

환원당 측정

환원당 함량은 DNS (dinitrosalicylic acid)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24). 꽃송이 버섯 배양액을 원심분리(1,500g, 20

min)하여 얻어낸 상등액을 희석한 시료 1 mL에 DNS 시약

3 mL을 가하고, 100℃에서 5분간 발색시킨 다음, 실온의

암소에서 40분간 냉각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환원당 함량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구하였다.

베타글루칸 함량 측정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을 동결건조 시킨 분말 100

mg을 정량 하여 Megazyme kit (K-BGLU,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Co. Wicklow, Ireland)를 이용하여 베타

글루칸 함량을 측정하였다(25). 총 글루칸 함량은 시료 100

mg에 37% hydrochloric acid를 1.5 mL 첨가한 후, 30℃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증류수 10 mL을 첨가하여

100℃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2 M KOH 10 mL과

2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0)를 이용하여 100

mL까지 부피를 조정하였다. 1,500x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회수한 상등액 중 0.1 mL을 취하여 β-glucosidase

0.1 mL을 가하여 40℃에서 6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GOPOD 시약 3 mL을 첨가하여 40℃에서 20분

동안 반응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알파글루

칸 함량은 시료 100 mg에 2 M KOH 2 mL을 첨가하여

20분간 냉각상태에서 반응시킨 다음, 1.2 mM sodium

acetate buffer (pH 3.8) 8 mL과 amyloglucosidase (1,630

U/mL) 0.2 mL을 첨가하여 40℃에서 30분간 반응 시켰다.

1,5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중 0.1 mL을

취하고, 여기에 GOPOD 시약 3 mL을 첨가하여 40℃에서

20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액의 흡광도를 510 nm에서 측

정하였으며, 총 글루칸과 알파 글루칸 함량의 차이를 베타

글루칸 함량으로 계산하였다.

항균 활성 검색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활성 측정을 위해 배양액을

원심분리(750g, 20 min)하고 여과한 후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R-3000, Buchi Labortechik AG, Flawil,

Switzerland)로 농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균활성 실

험에 사용된 균주는 Gram 양성균 4종, Gram 음성균 4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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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Gram 양성균으로는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mutans, Listeria monocytogenes, Gram

음성균으로는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Pseudomonas aeruginosa, Vibrio parahaemolyticus를 사용

하였다. 각각의 균들을 Nutrient Broth (NB; Difco

Laboratories Inc., Detroit, MI, USA), Tryptic Soy Broth

(TSB; Difco Laboratories Inc.), Brain Heart Infusion (BHI;

Difco Laboratories Inc.) 배지에 1 백금이를 접종하여 37℃

항온배양기에서 3회 계대배양 후 0.5 McFarland 표준 탁도

(1.5×10
8

CFU/mL)로 균수를 조절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디스크 확산법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 활성 검색을 disc diffusion

method(2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식중독균 배양액

(O.D.600=0.132) 150 μL를 spreader로 nutrient agar, tryptic

soy agar, brain heart infusion agar plate의 표면에 균질하게

도말한 후, 멸균된 paper disc (8 mm diameter)를 올려놓는다.

Paper disc에 시료 50 μL를 천천히 분주하여 37℃에서 24시

간 동안 배양하여 paper disc 주위에 생긴 저해 환의 크기를

비교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열처리와 한외여과

열처리에 따른 항균 활성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꽃송이

버섯 배양액을 1 mL 취하여 85℃에서 15분 또는 100℃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여 열처리 전, 후의 항균 활성을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자량에 따른 항균 활성

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한외여과를 실시하였다.

Ultrafiltration cell (Amicon Co, Beverly, MA, USA)을 사용

하여 한외여과 하였으며, ultrafiltration membrane은 YM-3,

YM-10 (MWCO; 3,000 and 10,000, Amicon Co.,)을 사용하

여 fraction하여 항균활성을 비교 실험하였다.

미세희석법을 이용한 최소 저해 농도(MIC)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 활성 최소 저해 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분석은 Mann의

방법(27)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배양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농축하여 농도별로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료

액 200 μL와 탁도(turbidity)를 맞춘 식중독균 배양액

(O.D.600=0.132) 200 μL을 순차적으로 첨가한 뒤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96-well plate를 이용해 600 nm에서

탁도를 측정하였다. 24시간 후의 혼합액의 탁도를 측정하

여 균의 생장이 나타나지 않는 최소 농도를 MIC로 결정하

였다.

효소 처리에 따른 항균 활성 변화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에 따른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

액의 항균 활성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Bacillus licheniformis 유래

alcalase 2.4 L FG 효소(Novo Nordisk, Bagsvaerd, Denmark)

를 사용하였다. 효소 처리는 배양액에 0.1%(v/v)의 농도로

처리하여 50℃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효소 반응을 정지

시킨후 배양액의 항균 활성을디스크확산법으로확인하였

고 SEC를 이용하여 분자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값과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처

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

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제한 배지와 순물을 이용한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의

이화학적 특성

배지로 사용한 순물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무기질

함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순물의 pH는 5.7,

산도 0.12%, 당도는 3.28 °Brix로 나타났으며(data not

shown), 탄수화물 2%, 단백질 1% 및 다양한 무기물을 포함

하는데 그 중 칼륨의 함량이 107.97 mg/100 mL로 가장

높았고, 다음 칼슘(25.08 mg/100 mL), 마그네슘(13.65

mg/100 mL)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heong 등(28)은 꽃송

이 버섯 액체 배양 시 적합한 온도는 25℃, pH 5.0∼6.0의

범위에서 균사 생장이 양호하였다는 보고하였으며, 적절한

pH 및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한 순물은 꽃송이 버섯의

액체 배양하기에 적합한 영양 배지라고 판단되었다.

Table 1. Chemical component of soybean curd whey

Nutritional component Content

Carbohydrate 2 g / 100 mL (1%, %Nutrient Standard)

Protein 1 g below / 100 mL (1%, %Nutrient Standard)

Fat 0 g / 100 mL (0%, %Nutrient Standard)

Mineral

Mg 13.65 mg / 100 mL

Ca 25.08 mg / 100 mL

K 107.94 mg / 100 mL

Na 50.01 mg / 100 mL

Mn 0.03 mg / 100 mL

P 8.29 mg / 100 mL

제한 배지(Defined medium (DM), sucrose 1%, soluble

starch 0.5%, soybean flour 0.2%, K2HPO4 0.05%, MgSO4

0.05%)와 순물 배지(Soybean curd whey medium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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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 2%)를 사용하여 5 L jar fermenter에서 10일 동안

배양한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DM에서의 pH는 3.26으로 약산

성, SM은 6.91로 중성으로 나타났고 당도에서 DM은

sucrose가 1% 첨가된 것이 배양 기간 중 소비되지 않아

1 °Brix로 나타났으며 SM은 배양 전 순물 자체의 3.28%와

glucose가 2% 첨가되어 약 5%의 당이 존재하였는데 배양

10일 후 3.4%의 당이 소비되어 1.84 °Brix만 잔존하는 것으

로 나타나 꽃송이 버섯은 glucose를 이용하여 균사체를 증

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균사체 함량에서 DM은 3.45 g/L,

SM은 17.76 g/L로 나타나 약 5배 이상 SM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세포외 다당체 함량 역시 약 3배 정도 SM (0.65

g/L)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kihiro 등(29)은 꽃송이

버섯의 액체 배양 최적조건은 glucose 30 g/L, pH 5, 25～3

0℃로 균사체가 9.92 g/L로 생산된다고 보고하였는데 균사

체 함량이 SM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eong 등

(30)은 꽃송이 버섯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봉지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을 때 균사 생육이겉보리

당화배지에서 온도 25℃에서 pH 5～6 일 때 균사 생장이

양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꽃송이 버섯의 액체 배양 시

배지 조성에 따라 균사체의 성장 및 세포외 다당체의 생산

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in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defined medium and soybean curd whey medium

Defined medium
(DM)

Soybean curd whey
medium (SM)

pH 3.26±0.01 6.91±0.11

Acidity (%) 0.10±0.01 0.05±0.01

Sugar content (°Brix) 1.0±0.10 1.84±0.45

Mycelium content (g/L) 3.45±0.35 17.76±0.63

Exopolysaccharide content (g/L) 0.23±0.11 0.65±0.05

Soluble protein content (mg%) 65.27±14.85 511.85±9.54

Tyrosine content (mg%) 11.36±0.60 59.6±2.47

Reducing sugar content (mg%) 26.82±4.93 188.44±3.01

β-glucan content (%, w/w) 4.98±0.14 10.64±1.25
*Culture was obtained by fermentation for 10 days; Values are mean±SD.

꽃송이 버섯이 효능을 나타내는 주된 성분은 버섯 속에

함유된 단백 다당체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꽃송

이 버섯은 항암 작용을 하는 β-1,3-D-glucan 함량이 자실체

의 43.6%로 신령 버섯의 약 3.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30). 그러나 이런 꽃송이 버섯에서 얻을 수 있는 생리

활성 효과를 지닌 β-glucan은 수요는많지만, 자실체의 생산

력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자실체에 비해 높은 생산력을

보이는 균사체 액체 배양이 유망한 대체 방법으로떠오르고

있다. 본 실험에서 두 가지 조건에서 배양한 액체 배양물의

β-glucan 함량을 측정한 결과 DM은 4.98%(w/w), SM은

10.64%(w/w)로 SM에서 약 2배 정도 β-glucan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Choi(31)는 꽃송이 버섯 균사

체를 알칼리 용매와 전자파 추출을 실시하였을 때 단백

다당체 함량이 42.16 mg/g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에서

DM에서의 β-glucan 함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성 단백질, 펩타이드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타

이로신및 환원당 함량이모두 DM보다 SM에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액체배양 배지로 사용된 순물이 꽃송이 버섯의

생육에 적합하여 균사 증식 및 대사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DM과 SM 배양액의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DM에서

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SM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 꽃송이 버섯의 균사 증식이 활발히 일어날 때 2차

대사산물인 항균 물질의 생산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추측된

다(data not shown). 순물은 두부 제조 시의 부산물로서 원료

대두유의 80～85%를 차지하고 무기질을 포함한 다양한 영

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폐기된다(17).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미생물 발효 배지로 이용할목적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물 배지를 사용하여 6종의

버섯 균주의 액체배양을 시도하여 최적 균주로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균주 선발(16), 젖산균인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균체 생산(32), 광합성 세균 Rhodospirillum

rubarum의 균체 생산(33) 등 다양한 미생물의 배지로 적합

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의 항균 활성

순물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한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

액을 원심 분리한 상등액을 농축하여 농도에 따른 8종의

병원성 세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paper disc method로 측정

한 결과는 Table 3 및 Fig. 1과 같다. 8종의 병원성 세균

중 Str. mutans, E. coli, Ps. aeruginosa, V. parahaemolyticus의

4종은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 의해 저해 활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저농도인 0.13 mg/disc에서도 저해 활성을 보

인 균주는 B. cereus였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활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S. typhimurium 균주의 경우 3.14

mg/disc의 농도까지는 저해 활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6.28

mg/disc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저해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1). Lee 등(34)은 구름 버섯 균사체 추출

물의 항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디스크 당 12.5 mg로 처리하

였을 때 St. aureus의 균주에서 17 mm의 증식 저해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고 Kim 등(35)은 감귤 농축액을 첨가한 배지와

일반 합성 배지 (PD broth)를 이용한 균사체 배양액의 항균

효과 평가에서 감귤 첨가 배지에서는 일반 합성 배지보다

항균 활성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버섯 균사체 액체

배양에서 배지 조성에 따른 항균 활성의 차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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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꽃송이 버섯 균사체를 제한

배지에서 배양하였을 때 항균 활성이검출되는 것을확인하

였다. 순물 배지의 경우, 콩에서 유리된 유리 당, 유리 아미

노산,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어 균사체 생육이

활발해지며 곰팡이 2차 대사산물인 항균물질도 다량 생성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3. Antimicrobial activities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Strains

Inhibition zone diameter (mm)
1)

Concentration (mg/disc)

0.06 0.13 0.63 3.14 6.28 12.55

B. cereus ND2) 14.7±0.6a 23.7±0.6c 30.0±1.0b 31.0±1.0d 34.7±1.5d

St. aureus ND ND 13.7±0.6b 20.7±0.6a 23.7±0.6b 27.7±0.6b

Str. mutans ND ND ND ND ND ND

L. monocytogenes ND ND 11.7±0.6a 21.0±1.0a 26.0±1.0c 30.3±1.5c

S. typhimurium ND ND ND ND 11.7±0.6a 14.7±0.6a

E. coli ND ND ND ND ND ND

Ps. aeruginosa ND ND ND ND ND ND

V. parahaemolyticus ND ND ND ND ND ND
1)Inhibition zone (mm) : Disk diameter (8 mm) was used; 2)ND: Not detected; Values

are mean±SD;
a-c

Means 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1. Antimicrobial activities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Test strains (1) B. cereus, (2) St. aureus, (3) L. monocytogenes, (4) S. typhimurium.
Concentration of S. crispa ; A : 0.13 mg/disc, B : 0.63 mg/disc, C : 3.14 mg/disc,
D : 6.28 mg/disc, E : 12.55 mg/disc.

열처리에 따른 항균 활성

식품 저장성 향상을 위한 천연 항균물질 소재는 가공공

정에서 열처리에 따른 안정성의 확보와 항균 활성유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버섯 배양액로부터 얻어진 항균활성물질

의 열안정성은 천연물 유래 항균 활성 소재로 사용 시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36). 항균 활성 물질의 열안정성을 평가

하기 위해 순물 배지에서 배양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을

85℃에서 15분간 열처리하여 항균 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열처리 후 저해 활성을 보인 균주는 4종류로

12.55 mg/disc의 농도에서 각각 B. cereus 32.7 mm, St. aureus

27.7 mm, L. monocytogenes 27.7 mm, S. typhimurium 8.7

mm로 나타났다. 특히 100℃에서 5분 동안 열처리하는 경우

유사한 저해 환 크기를 보이면서 항균활성이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따라서 꽃송이 균사체 배양액의 항균

물질은 열처리에 안정한 물질로 확인되었다.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ies after heating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Strains

Inhibition zone diameter (mm)1)

(mg/disc)

Heat treatment [Temperature(℃), Time (min)]

None 60, 30 85, 15 100, 5

B. cereus 34.7±1.5
b

36.0±1.0
b

32.7±0.6
a

32.7±0.6
a

St. aureus 27.7±0.6
b

27.7±0.6
b

25.3±0.6
a

27.7±1.0
b

L. monocytogenes 30.3±1.5
b

30.0±0.6
b

27.7±1.0
a

27.7±0.6
a

S. typhimurium 14.7±0.6
b

13.7±0.6
b

8.7±0.6
a

8.7±0.6
a

*
The concentration was 12.6 mg/disc;

1)
Inhibition zone (mm) : Disk diameter (8 mm)

was used;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2. Antimicrobial activities after heating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Test strains (1) B. cereus, (2) St. aureus, (3) L. monocytogenes, (4) S. typhimurium.
Concentration of S. crispa ; 12.6 mg/disc. Heat treatment ; A : 60℃, 30 min, B
: 85℃, 15 min, C :100℃, 5 min.

Mustafa 등(37)의 보고에 의하면 Hygrophorus agathosmus

와 Suiluus collitinus 균주를 60℃에서 30분간, 100℃에서

5분간 열처리하여 St. aureus와 B. subtilis에 대하여 항균활

성을 측정한 결과, 항균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 유래 항균활성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페놀화합물(38),

triterpene(39), epicorazine(40)로 보고된 바 있으며, 열처리

에 안정한 것으로 보아 꽃송이 버섯의 항균물질은 열에

안정한 유기화합물 구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맥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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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꽃송이 버섯 액체배양물이 곰팡이 항균물질을 생산하

며, 항균활성의 유효성분이 벤조산의 유도체인 sparassol로

보고한 바 있다(9).

효소 처리와 한외 여과 따른 항균 활성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효소인 alcalase (protease)를 처리

하였을 때 항균 활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꽃송이 배양액

의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저해 환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효소 처리하지 않은 군과 효소 처리가 된 배양액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Fig. 3). Table 5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효소

처리된 배양액의 항균활성은 오히려 약간의 높은값을 보였

지만 이는 측정에 의한 오차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양액이

효소처리에 의한 항균 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활성성

분이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 또는 펩타이드 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ies with enzyme treatment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Strains

Inhibition zone diameter (mm)
1)

(mg/disc)

Enzyme treatment [ 50℃, time (min)]

None 30 60 120

B. cereus 34.7±1.5
a

35.7±0.6
ab

37.3±0.6
b

34.3±1.5
a

St. aureus 27.7±0.6a 30.7±0.6b 30.0±0.6b 30.0±0.6b

L. monocytogenes 30.3±1.5
a

34.0±1.0
b

32.7±0.6
b

33.7±0.6
b

S. typhimurium 14.7±0.6a 20.7±0.6b 20.7±0.6b 20.7±0.6b

*The concentration was 12.6 mg/disc; 1)Inhibition zone (mm) : Disk diameter (8 mm)
was used;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3. Antimicrobial activities after enzyme treatment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Test strains (1) B. cereus, (2) St. aureus, (3) L. monocytogenes, (4) S. typhimurium.
Concentration of S. crispa ; 12.6 mg/disc. Enzyme treatment ; 50℃, A : 30 min,
B : 60 min, C : 120 min.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 활성 물질을 평가하기 위해

ultrafiltration (UF) cell (3 kDa, 10 kDa cut-off)을 이용하여

한외 여과한 후 3 kDa 또는 10 kDa 이하의 분자량을 가지는

저분자 물질을 분리하여 항균 활성을 평가하였다(Table 6).

UF를 통과한 3 kDa 이하 저분자 물질의 항균 활성은 그람

양성균인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는 각각

34.3 mm, 29.3 mm, 23.7 mm의 저해 환을 나타내면서 UF를

처리하지 않은 배양액과 동일한 항균효과를 보였다. S.

typhimurium 경우는 다른 균보다 저해 환의 크기가 작게

나타나면서 16.7 mm를 보였다. 특히, UF 처리로 10 kDa

이하의 분자량을갖는 여과액은 꽃송이 버섯 배양액과 동일

한 항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꽃송이 버

섯 배양물의 항균활성 물질은 분자량이 3 kDa 이하의 물질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생물의 유래의

박테리오신은 분자량 및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4개의 class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박테리오신이 속하는 class

Ⅱ는 분자량이 13 kDa 이하로 작고 비교적 열에 안정한

Table 6. Antimicrobial activities with filtrate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Strains

Inhibition zone diameter (mm)1)

(mg/disc)

Control
Filtrate
(3 kDa) Control

Filtrate
(10 kDa)

B. cereus 35.7±0.6ab 34.3±0.6a 36.7±1.5b 34.7±1.5ab

St. aureus 29.0±1.0a 29.3±0.6a 29.7±0.6a 29.0±1.0a

L. monocytogenes 24.7±0.6a 23.7±0.6a 24.7±0.6a 23.7±0.6a

S. typhimurium 16.7±0.6
a

16.7±0.6
a

16.7±0.6
a

17.7±0.6
a

*The concentration was 12.6 mg/disc; 1)Inhibition zone (mm) : Disk diameter (8 mm)
was used;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4. Antimicrobial activities with filtrate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by disc diffusion
method.

Test strains (1) B. cereus, (2) St. aureus, (3) L. monocytogenes, (4) S. typhimurium.
Concentration of S. crispa ; 12.6 mg/disc. Filtration ; 3 kDa (A : Control, B : filtrate),
10 kDa (C : Control, D : fil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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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41). 꽃송이 배양액 속에 함유된 항균

물질 역시 유해 균주에 따라 활성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분자량이 작고 열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희석법을 이용한 최소저해농도(MIC)

항균활성의 측정은 paper disc 또는 agar well 등의 agar

diffusion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상물질의 항균활성

뿐만 아니라 paper disc 주위로 확산이 어렵다든가 확산의

속도가 다르면, 대상 물질의 paper disk diffusion 법으로

측정한 항균활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세희석법(microdilution method)을 이용하여 최소저해농

도(MIC)를 확인하고자 하였다(42).

8종의 병원성세균에 대하여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

의 항균활성을 paper disc method로측정한 결과, Gram 양성

균인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에서 저해 환이

나타났으며, Gram 음성균인 S. typhimurium에서 항균활성

이 나타났다. 따라서 항균 활성을 보인 4종의 병원성세균에

대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 활성 검색 실험을 미세희

석법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5와 나타내는 것과

같이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에 대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최소 생육 저지 농도가

Table 7.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culture
broth of S. crispa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against
pathogenic bacteria by micro dilution method

Strans Sparassis crispa

B. cereus 2.6±0.1
a

St. aureus 12.6±0.2
b

L. monocytogenes 12.6±0.3b

S. typhimurium 62.8±2.6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as μg/mL of S. crispa;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5. Effect of concentration of S. crispa culture grown in soybean
curd whey medium on antibacterial activities of Gram positive and
Gram negative bacteria by micro dilution method.

Values are mean±SD;
a-c

Means in a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6～62.8 mg/mL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5). Gram 양

성균주 중 B. cereus에 대하여 가장 낮은 농도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면서 최소 생육농도 2.6 mg/mL이었다. 대표

적인 식중독균인 St. aureus. L. monocytogenes의 최소 생육

저지 농도는 12.6 mg/mL이었으며, S. typhimurium는 62.8

mg/mL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꽃송이 버섯 배양물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aper

disc diffusion 분석법과 미세 희석법 등을 이용한 결과로서

식중독 gram 양성균으로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 균주와 gram 음성균에서는 S. typhimurium

균주에서 항균활성을 보였다. 특히 B. cereus균주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초

균을 이용한 전통 콩 발효식품에서 B. cereus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육제품, 냉장식품 등에

천연 항균제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특히 꽃송이 버섯의 저

분자 항균물질은 효소처리 및 열처리에 안정한 것으로 나타

나 다양한 가공식품, 음료 제조, 등의 식품산업에 천연 항균

제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꽃송이 버섯의 액체배양물로 부터 생성되는

항균물질의 활성은 배양액의 조성에 따라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들 항균물질 성분의 생산증진을 통한 산

업화 및 구조적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요 약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여 얻어

진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에 대한 항균활성을검색하였

다. 순물에 glucose 2%를 첨가하여 10일 배양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은 pH 6.91, 균사체 함량은 17.76 g/L로 나타났으나,

제한 배지에서 10일 배양 후 분석한 결과, pH 3.26, 균사체

함량은 3.45 g/L로 측정되었다. 또한 순물을 이용한 버섯

배양액의 수용성 단백질 함량은 511.85 mg%, 타이로신

59.6 mg%, 환원당 188.44 mg%이며, 베타글루칸 함량은

10.64%로 나타났다. 순물을 이용한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활성 평가를 위해 8 종의 유해세균에 대한 꽃송이 버섯

균사체 배양액을 disk diffusion method로 항균효과를 검색

하였다. B. cereus, St. aureus,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균주는 0.13 mg/disc에서 6.28 mg/disc의 범위에서 농도 의

존적으로 활성이 나타났다. 배양액을 85℃에서 15분, 100℃

에서 5분간 열처리 후에도 항균 활성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외여과법을 이용하여 3 kDa 이하의 저분자

물질의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B. cereus는 34.3 mm,

St. aureus는 29.3 mm, L monocytogenes는 23.7 mm, S.

typhimurium는 16.7 mm로 생육억제 환을 보였다. 미세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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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 꽃송이 버섯의 항균물질의 최소저해농도

(MIC)는 B. cereus 2.6 mg/mL, St. aureus, L. monocytogenes

12.6 mg/mL, S. typhimurium 62.8 mg/mL인 것으로 나타났

다. 꽃송이 버섯 배양액의 항균물질은 열과 단백질 분해효

소 처리에 안정한 저분자 물질인 것으로 나타나 천연 항균

소재로서 산업적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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