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잔나비버섯을 대량생산하려면 버섯생육에 알맞은

재배사를 지어야한다. 즉 온도를 30℃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고 균사배양, 버섯발생, 생육(2월~11월)에 필요

한 환경과 광도 50~450Lux가 되도록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소나무잔나비버섯균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요인으로

는 온도, 습도, 환기,광 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으며, 균사

배양, 버섯발생, 생육등에따라적합한환경조절이요구된다.

버섯균사체를 활력있게 배양 증식하기 위해서는 버섯의

생리적 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배지는

버섯균 생장을 위한 양원과 수분을 제공하므로 탄소원,

질소원, 비타민, 무기염류등과 같이 생명유지 에 필요한 요

소를모두함유해야한다. 

이러한 약용버섯인 소나무잔나비버섯을 인공재배하기

위하여 톱밥을 이용하여 종균을 만들고 또한 병 또는 봉지

에 톱밥을 충진한 후 소나무잔나비버섯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본연구를실시하여보고하고자한다.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보존중인 Fomitopsis pinicola

(KNAC 9001, 9002, 9003, 9004, 9005) 균주를

PDA(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 25℃ 항온기에서 7

일간배양한 후내경이 6mm cork borer로찍어떼어낸 절

편을 원균배양의 접종원으로 사용하 다. 또한 톱밥 수종

에 따른 균사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250ml 삼각 플라스

크에 미송톱밥과 쌀겨를 80 : 20(V/V)으로 혼합한 후

70%의 수분을 첨가하여 121℃에서 2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상기 PDA에서 배양한 균사를 2×2cm 절편 4개씩

한 개의 삼각플라스크에 접종하 다. 이를 15일간 배양하

여각처리간의접종원으로사용하 다.

공시균의균사생장에적합한톱밥배지를선발하기위하여

미송(Pinus massoniana),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갈참나무(Quercus aliena) 아카시나무(Robinia pseudo–
acacia), 벚나무(Prunus serrulata),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대추나무(Zizyphus jujuba)등 7종의

톱밥을 공시하 다. 이 톱밥에 각각의 적합한 첨가재료를

선발하고자 김 등(1990)의 방법을 참조하여 신선한 건조

품의 쌀겨를 0, 10, 20, 30, 40, 50%(V/V)의 비율로 배합

한 다음 수분함량이 65±2% 되게 조절하 다. 톱밥배지

를 시험관(Ø3.0×20.0㎝)에 50g(가비중 0.21)씩 일정하

게 충진하고 121℃에서 3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미리 배

양한 톱밥 접종원을 3∼5g씩 접종하 다. 공시균이 접종

된시험관을25±2℃로조절된배양실에서배양하면서5일

간격으로균사생장과 도를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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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charateristics of F. pinicola in sawdust media.
The optimum temperature  in sawdust media was 30 in of F. pinicola. The optimum pH was 5 in F. pinicola.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was quite good when birch tree and oak sawdust, respectively were used as cultural
substrates. The best mycelial growth in F. pinicola was observed when beer waste was added as supplement on sawdust
substrates. The optimum supplement ratios of beer waste and a magnecium sulfate were 20%, and 0.1% respectively.
However, optimun supplement ratios of a calcium oxide and a LVD were  different  as 0.1% in F. pin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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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잔나비버섯균의 최적배지 수분함량을 구명하고자

선발된미송 톱밥에첨가재료로 선발된쌀겨를 20%(V/V)

비율로 각각 균일하게 혼합한 후 수분함량을 40∼75%까

지 5%간격으로 조절하여 시험관(3.0×20.0㎝) 균사 도

와균사생장길이를조사하 다.

공시균의 선발된 톱밥과 첨가재료, 수분함량을 맞춘 다음

5∼40℃까지 5℃간격으로 배양온도를 조절한후 각 공시

균의균사길이와 도를측정하 다.

공시균의 선발된 톱밥, 첨가재료, 수분함량, 온도를 맞춘

다음 배지의 pH를 McILvain buffer로 5∼10까지 1.0 간

격으로 조절한 후 각 공시균의 균사생장에 적합한 pH를

선발하 다.

공시균의 선발된 첨가재료인 쌀겨를 0∼50%(V/V)까지

10%간격으로 혼합한 후 균사생장과 균사 도를 조사하여

첨가재료의 최적함량을 선발하 다. 선발된 쌀겨 최적첨

가함량에 calcium carbonate을 0.1, 0.2, 1.0, 5.0% 첨가

하여공시균의균사생장과 도를조사하 다.

소나무잔나비버섯 자실체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7가지 수종의 톱밥에 균사를 접종하여 5일 간격으로 균사

생장 속도를 측정한 결과, 굴참나무, 대추나무, 벚나무, 갈

참나무, 아카시나무, 미송 순으로 균사생장 속도를 나타내

었으나 톱밥배지에서는 균주별로는 9005, 9004, 9003,

9001, 9002 순으로 활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나무잔나

비버섯균의 원래의 기주체가 미송이다. 원래의 기주체인

미송에서 균사생장 속도는 가장 느린 현상이 나타났으나

자실체형성정도는제일좋은결과를보 다(표 1).

굴참나무톱밥과첨가재료미강에공시균을접종하여온도

별로 처리한 결과 소나무잔나비버섯균 9005균주가 30℃

에서 102㎜/10일로 가장 양호하 고 15℃이하와 35℃이

상에서는 생장이 급격히 하강되었으며, 40℃에서는 거의

사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균사 도는 저온에서 30℃는

좋은 편이나 그 이상에서는 매우 약하 다. Chen과 Hou

(1987)에 의하면 목이버섯은 주로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

되지만온도는중온성(mesophilic)이며균사는 5-38℃의

범위에서 자라지만 최적온도는 25-28℃라고 보고한 것

과 일치하 으나 소나무잔나비버섯은 목이버섯과 달리 추

운지방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 균사생육 이후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요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Huang

(1986)은 목이버섯 자실체 발달이 8-23℃에서 이루어지

나 이는 습도가 88-90%인 곳에서 자실체 형성 최적온도

가 20-28℃라고 보고한바 균사생장 온도가 자실체 발생

온도에 비하여약간높은경향을나타낸것처럼소나무잔

나비버섯도동일한경향일것으로추정된다.(표2)

소나무잔나비버섯균의 톱밥배지에서 균사생장은 pH 범

위가 6.0-7.0에서 비교적 양호하 으나 pH 6.0일때 104

㎜/10일로 가장 양호하 으며 균사 도는 어느 pH에서나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Chen과 Hou(1978)는 균사생장의

pH 범위가 5.2-7.2이나 최적산도는 5.2-5.8이다고 보고

한바본실험결과와비숫한경향을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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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on the basal medium at different sawdust of wood log (mm/10days)

Sawdusts
Strains
(KNAC)

Pinus
massoniana

Prunus
serrulata

Populus
tomentiglan

dulosa

Robinia
pseudo–ac

acia

Quercus
variabilis

Quercus 
aliena

Zizyphus
jujuba

9001
66 84 78 79 86 80 93

+++ +++ +++ ++ ++ ++ ++

9002
42 54 43 38 56 53 57

+++ +++ +++ ++ +++ +++ ++

9003
76 85 81 72 88 83 89

+++ +++ +++ ++ +++ +++ ++

9004
83 90 85 85 93 90 93

+++ +++ +++ ++ +++ +++ ++

9005
83 95 91 90 98 93 97

+++ +++ +++ ++ +++ +++ ++

* Mycelial density : +; Poor   ++; Good  +++; Excellent



소나무잔나비버섯 균주중 가장 우수한 KNAC9005로 톱

밥의 수분함량을 40%에서 75%까지 5%간격으로 조절하

여 균사생장 속도와 도를 조사한 결과, 수분함량 65%에

서 105mm/10일로 균사생장 속도와 도가 가장 좋았다.

수분함량이 40%까지 적어지면 균사생장 속도는 그다지

감소가 되지 않으나 균사 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반대로

수분함량이 75%까지 높아지면 균사 생장 속도가 현저히

감속되나균사 도는증가함을알수있다(표5).

일반적으로 버섯 배지가 톱밥일 경우 65%, 폐솜 또는 볏

짚일 경우 70%, 원목일 경우 40%, 곡립일 경우 45% 전후

로 기준으로 삼는다. 소나무잔나비버섯 톱밥재배를 위해

서는 최적 수분함량이 65%이지만 톱밥의 전처리리로서

야외에서 6개월이상 발효시킨 톱밥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

으로한다.

쌀겨는 비타민과 각종 광물질이 풍부하여 버섯의 양원

인첨가재료로서가장많이쓰이는재료이다. 소나무잔나비

버섯균은 톱밥과 쌀겨의 부피 비율이 80:20(V/V) 일 때

105mm/10일로 균사 도와 균사 생장 속도를 고려할 때

가장 좋았다. 균사 생장 속도는 10% 혼합할 때 112mm/

10일로 빠랐으나 균사 도가 낮았다.  쌀겨 함량이 많아

지면균사 도는좋아지나균사생장속도가느려진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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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emperature to oak sawdust media on the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mm/10 days)

Strains

(KNAC)

Temperature ( )

5 10 15 20 25 30 35 40

9001
10 60 73 80 86 92 40 0

+++ +++ +++ +++ ++ ++ ++ ++

9002
12 53 64 75 75 76 41 0

+++ +++ +++ +++ ++ +++ +++ ++

9003
14 48 71 83 90 94 35 5

+++ +++ +++ +++ ++ +++ +++ ++

9004
17 52 74 84 96 99 40 0

+++ +++ +++ +++ ++ +++ +++ ++

9005
21 54 79 87 102 102 52 5

+++ +++ +++ +++ ++ +++ +++ ++

Table 3. Effect of pH on the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x (mm/10 days)

Strains

(KNAC)

Temperature ( )

5 6 7 8 9 10

9001
5 95 65 46 34 21

+++ +++ +++ +++ ++ ++

9002
62 46 59 43 31 23

+++ +++ +++ +++ ++ +++

9003
51 78 84 72 63 29

+++ +++ +++ +++ ++ +++

9004
79 80 91 83 72 31

+++ +++ +++ +++ ++ +++

9005
85 82 98 81 68 45

+++ +++ +++ +++ ++ +++

* Mycelial density : +; poor    ++; good    +++; excellent

Table 4. Effect of moisture content to sawdust media on the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Strains

(KNAC)

Moisture content (%)

40 45 50 55 60 65 70 75

9005
98

+

98

+

99

+

101

+

104

+

105

+

63

+

42

+



Huang(1987)은 calciun carbonate를 전체 배지무게의

1%(w/w), Calcium carbonate의 최적 첨가함량

Ting(1987)은 목화씨를 이용한 특별배지에 1.7%(w/w),

Yun등(1987)은 T. aurantia와 ascomycetes인 Stereum
hirsutum과의 혼합배양시 1%를 혼합사용하여 효과가 인

정된다고 보고한바 본 실험에서도 기본배지에 calcium

carbonate를 0.1, 0.2, 1, 5%를 각각 첨가한 결과, 0.2%를

혼합하 을 때 119mm/10일로 균사생장이 촉진되었으며

균사 도도 높았다. 0.2% 이상 혼합하면 균사생장 속도

가 느려지고 균사 도도 낮아진다. 칼슘은 배지의 산도를

조절하므로서 버섯균사의 미량원소인 무기물 성분의 이용

도를높혀주는역할을한다고추정한다. 

소나무잔나비버섯의 톱밥재배를 위한 가장 적정한 종균

배양적 특성을 요약하면 적정온도는 30℃이며, 적정 pH가

소나무잔나비버섯균은 pH 5이다. 

톱밥배지의 적정 수분함량은 60%이며, 주재료는 미송톱

밥, 첨가재료는 맥주박이었다. 또한 적정 첨가재료인 맥주

박의 첨가량은 20%, calcium carbonate의 첨가함량은

0.1%, sucrose의 첨가함량은 0.1%이었다. LVD의 첨가함

량은 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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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supplement(Rice bran) content to sawdust

media on the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mm/10day)

Strains 

(KNAC)

Rice bran (%)

0 10 20 30 40 50

9005
110

+

112

+

105

+++

92

+++

83

+++

70

+++

Table 6. Effect of calcium carbonate content to oak sawdust

media on the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F.

pinicola (mm/10day)

Strains

(KNAC)

Calcium carbonate (%)

0 0.1 0.2 1 5

9005
105

+++

114

+++

119

+++

92

+++

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