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타리버섯(Pleurotus spp.)은 온대지방의 활엽수 고사

목에서 자생하는 식용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총생산액이 7,000억에 이르는 버섯산업에

서 주요 버섯인 느타리버섯의 재배면적은 1995년에는

164만평, 2002년에는 214.7만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생산량은 버섯 총생산량의 약 51.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농림부, 2003). 재배면적과 총생산량은 증가되나 단

위면적당 수확량은 감소 추세로 90년에는 39.6 kg에서

'02년에는 34.0 kg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재배자간

에 많은 차이를 보이나 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기형버

섯의발생으로품질도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 생육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양

원인 배지재료와 재료내의 환경요인, 균사생장후의 버섯

발생과 생육에 관련한 재배사 내의 환경요인에 의해 지배

된다고 알려져 있다(농촌진흥청, 2004). 그러나 느타리버

섯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배지제조(고 등, 1981., 유 등

1996., 홍 등 1983), 볏짚배지 살균조건과 균사생장(전등

2000), 푸른곰팡이균과 균사생장(김, 1985), 방제약제

(전 등, 1990), 느타리볏짚배지에서의 유해균과의 관계

(신, 1987) 톱밥재배에서의 첨가제(이 등, 2002a), 배지

량(이 등, 2002b), 톱밥 배지살균(이 등, 2002c) 등 배지

와 관련하여 균사생장, 수량, 병해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버섯 자실체에 생육조건에 관한

연구는미흡한상태이다.

양송이(Dania 등, 1998; Flegg, 1978a;  Flegg, 1978b;

Margaret 등,1989.; Plunkett, 1956)에 대해 오랜 시간동

안 다양한 재배사내 환경조건과 자실체와 발생과 생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느타리버섯에 관련한 것은 버

섯생산에 따른 양조건과 환경제어에 대해서 자세히 기

술하고있다(鈴木章, 1991; 山中勝次 199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실체에 대한 생육조건에 관한

연구로는 기형버섯의 발생과 개선( Jang 등 2003, 2005),

느타리버섯 기내 자실체 형성과 유도조건(조 등, 2004)

등과 같은 보고가 있으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미흡

한상황이다. 

그러므로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에 있어서는 버섯발생과

생육에 관련하여 느타리버섯 생육의 적정기준 설정을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한 재배사내의 환경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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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연구결과를보고하고자합니다. 

느타리버섯의 온도별 생육의 반응을 조사하기위하여 품

종은 원형1호, 원형3, 삼복, 춘추2호, 수한느타리버섯을 사

용하 다. 

배지제조 : 이 시험의 재배방법은 짧은 기일 내에 버섯특

징을 검토할 수 있는 병재배법을 사용하 다. 배지는 포프

라 톱밥에 미강 20%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은 67%로 조정

하 고, 121℃에서 90분간 살균하 으며, 살균된 톱밥배

지에 공시품종의 접종원을 접종하여 균사를 생장 시켰다.

배양이 완료된 후에 공시품종을 온도조절이 가능한 재배

사에 온도를 10.0, 13.0, 16.5, 20.0, 23.0℃와 습도는 90

∼95%를 유지하 으며, 배지용량은 850cc와 1000cc의

용기를이용하여시험을실시하 다.

발이온도와 자실체의 생육온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 13℃에서 발이시킨 후 10.0, 13.0, 16.5, 20.0, 23.0℃

온도의 재배사로 이동하여 버섯을 생육 조사하 다. 공시

품종의 온도별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병당 수량, 발이

유무, 자실체의 색의 변화 등을 조사하 고, 발생병율은 재

배과정 중 발이하지 않거나 발이 후 생장하지 못한 반복수

로 조사하 다. 재배적 특성 중 초발이 소요일수는 균 기

이후 초기버섯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하 으며, 발

생정도는 각각의 병의 발생정도를 0-5수준으로 육안 조

사하 다.

온도에 따른 자실체의 색의 변화를 확인하 으며,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춘추2호 및 수한1호를 13℃에서 발이

후 23℃에서 생장 갓색을 백색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다시 10, 13℃에 재배사로 이동하여 색의 변화를 확인하

다. 

느타리버섯의 온도처리별 발이 및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

(표2) 품종과 온도에 따른 수량성 및 발이정도가 각기 다

른반응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온성으로 알려져 있는 원형느타리버섯

은 20℃ 이상에서는 발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험재배에서는 최고온도인 23℃에서도 발이 되었으며,

수량성은 고온으로 갈수록 수량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발이병율 보면 고온에서는 발이가 되지 않는 병

이 많으며, 낮은 온도에서는 전체가 발이 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저온성으로 알려져 있는 원형3호의 경우 발이는 13℃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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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 시험에사용한 공시균주

균주번호 학명 품종명 온도특성

MKACC51493

MKACC52342

MKACC51632

MKACC51748

MKACC52343

Pleurotus ostreatus

〃

〃

〃

Pleurotus saju-caju 

원형1

원형3

춘추2호

수한1호

삼복

저온성

저온성

중고온성

중고온성

고온성

표표 22.. 생육온도별느타리버섯의자실체수량및발이유무확인

처리

온도

수량및 발이유무

원형1호 원형3호 수한느타리 춘추2호 삼복느타리

수량
(g/병)

발이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발이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발이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발이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발이유무
(발이병율)

23

20

16.5

13

10

41

104

92

119

112

+(2/4)

+(3/4)

+(4/4)

+(4/4)

+(4/4)

0

0

0

101

53

- (2/4)

-(3/4)

-(4/4)

+(4/4)

+(3/4)

106

132

110

103

104

+(4/4)

+(4/4)

+(4/4)

+(4/4)

+(3/4)

56

83

128

112

96

+(4/4)

+(4/4)

+(4/4)

+(4/4)

+(4/4)

123

118

80

63

0

+(3/4)

+(4/4)

+(4/4)

+(4/4)

+(2/4)

+ : 원기형성및생장,  - : 원기형성및생장하지않음,  발이병율 ; (발이병수/처리병수)



지는 발이가 되고 수량은 얻을 수 있었으나, 16.5℃ 이상

에서는 발이가 전혀 되지 않아 원형1호와는 전혀 다른 특

성을나타내고있다. 

중고온성품종인 수한느타리버섯은 처리구 전체적으로

발이가 잘되며, 수량에서는 20℃에서 132g으로 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고, 발이와 수량적 개념으로 보았

을 때에 온도 적응 범위가 매우 넓은 품종으로 생각되었

다.  반면 춘추2호는 전체 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이 전체

적으로 발이가 되었으나, 수량면에서는 16.5℃에서 가장

수량성이 높았으며, 시험 처리구 중에 가장 낮은 10℃ 처리

와 20℃ 이상의 처리에서는 수량이 많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수한 1호에 비해 적정온도 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성 품종인 삼복느타리버섯은 23℃에서 가장 높은 수

량을 보 으며, 온도가 낮아지면 다른 버섯과는 다르게 수

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0℃에

서는 전혀 버섯을 수확할 수 없었다.  발이는 높은 온도인

23℃와 최저온인 10℃에서 발이가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는 품종별 온도적

범위에 대한 특성과 비교적 잘 맞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어

온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재배 방법을 이용하는 적

정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히 대량

의 품종에 온도 반응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능률적

으로좋은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느타리버섯 자실체의 생육온도를 확인하기위하여 균사

생장된 배지를 균 기하고, 13℃에서 발이 시킨 후에 생육

온도별로 처리하여 버섯 생육과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표

3), 품종과 온도에 따른 수량성 및 자실체의 생장유무에

대해각기다른반응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 중온성으로 알려져 있는 원형느타리버섯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품질과 생장속도에서는

차이를 보 으나(그림2), 최종 수확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지않았다. 

원형3호는 표1에서는 16.5℃ 이상에서는 발이하지 못하

여 수확하지 못하 으나, 13℃에서 발이시켜 온도별로 처

리하면 16.5℃ 이상의 온도를 포함한 모든 온도처리에서

생장되었다. 수량성에 있어서는 10℃보다는 높은 수량을

보이며, 13℃보다는 약간 낮은 90-91g 정도의 수량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품질에 있어서는 그림2와 같이 대가

길어지고 갓이 기형이어서 품질면에 있어 떨어졌으며, 이

품종은 다른 공시품종과는 다르게 발이온도와 생육온도가

차이가큰것으로판단되었다. 

중고온성 품종인 수한느타리버섯은 모든 처리에서 생육

이 양호하 다.  수량은 23℃에서 41g 가장 낮았다. 이는

저온에서 발이한 버섯이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에 의해 생

리적인스트레스를받아서나타나는증상으로추정된다. 

또한 춘추2호는 생육은 전체 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

나 수량 면에서는 고온인 23℃에서 가장 수량성이 낮게 나

타났다. 

고온성 품종인 삼복느타리버섯은 온도가 높은 20℃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보 으며, 저온에서 발이 시킨 후 23℃

의 고온으로 유지하면 버섯이 생장하지 못하 으며, 저온

에서는 전체적으로 버섯의 수량성이 낮았다.  또한 10℃에

서는 전혀 버섯이 생장하지 못하고 사멸되는 증상을 보이

고, 저온에서 발이 시켜 20℃ 생장하는 경우 고사되는 증

상이 발생한다(그림1). 즉 삼복 느타리는 공시된 다른 버

섯에 비하여 온도변화에 대한 자극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생각되나정확한원인은알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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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3.. 저온(13℃)발이후생육온도별버섯의수량성및발이

처리

온도

(℃)

수량 및발이유무

원형1호 원형3호 수한느타리 춘추2호 삼복느타리

수량
(g/병)

생장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생장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생장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생장유무
(발이병율)

수량
(g/병)

생장유무
(발이병율)

23

20

16.5

13

10

114

119

94

119

94

+(4/4)

+(4/4)

+(4/4)

+(4/4)

+(4/4)

90

91

52

108

61

+(4/4)

+(4/4)

+(4/4)

+(4/4)

+(4/4)

41

104

92

119

112

+(4/4)

+(4/4)

+(4/4)

+(4/4)

+(4/4)

41

104

92

119

112

+(4/4)

+(4/4)

+(4/4)

+(4/4)

+(4/4)

0

125

33

63

0

-(0/4)

+(4/4)

+(2/4)

+(2/4)

-(0/4)

+ : 생장 - : 생장하지않음,   발이병율 ; (발이병수/처리병수)

그그림림 1. 변온처리에따른 삼복느타리의 고사증상

20℃연속 13℃발이후 20℃생장



한국버섯학회지 4(1) 200636

그그림림 2. 생육온도별느타리버섯의 자실체형태적 특징

23.0                20.0                16.5               13.0              10.0℃

원형1호

원형3호

춘추2호

수한1호

삼복느타리

표표 4. 느타리버섯온도처리에 따른발이일수 및발이정도에 미치는 향

구분
처리온도(℃)

10.0 13.0 16.5 20.0 23.0

발이일수

발이정도

5

++++

4

++++

4

+++

3

+++

3

++



느타리버섯 자실체의 생육온도에 따른 자실체의 변화를

검토하기위하여 균사배양된 배지를 13℃에서 발이시킨 후

생육온도별로 재배하여 버섯의 품질 및 색깔 등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2와 같다. 품종과 온도에 따라 버섯의 색깔, 생

장속도, 자실체의 형태적 특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중온성 품종인 원형느타리버섯은 전체적으로 저온에서는

색깔이 진한 회색을 보 으나, 23℃에서는 거의 백색에 가

까운색을보 으며, 생육속도는온도에비례하 다.

중고온성품종인수한느타리버섯도 원형1호와같이저온

에서는 색깔이 진한 회색을 보 으나 23℃에서는 거의 백

색에 가까운 색을 보 고, 온도에 따라 생육속도가 매우 차

이가 큰 것이 관찰되었다. 낮은 온도처리에서는 발이된 버

섯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생육하는 경향을 보이며, 온도

가 높아질수록 먼저 발생한 버섯은 양호한 생장을 하지만

발이 후기에 발이된 버섯은 느리게 생장하거나 고사하는

경향이보이고있어병당개체수가감소하는경향이었다.

춘추2호는 20℃이상에서 생육시키면 갓 색은 연회색의

색깔을 보이며, 버섯대가 뒤틀리면서 기형적으로 생장하

는 특성을 보이며, 주름살이 대기부에 까지 생장하는 특징

을보이고있다. 

고온성 품종인 삼복느타리버섯은 온도가 높은 23℃에서

약간 색깔이 옅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버섯에 비해 색

깔의변화가크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느타리버섯 4품종을 배양이 완료된 후에 균 기를 실시

하여 온도별로 처리하여 초발이소요일수를 조사한 결과

(그림 3, 표 4), 온도가 높은 23℃처리에서는 3일, 10℃에

서는 5일이소요되어점진적으로 발생이늦은것으로나타

났다. 그러나 발이량에 있어서는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저온인 13℃에서는 버섯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23℃에서는 발이량이 매우 적고, 부분적으로 발생

하여 처리반복에 따라서는 발이되지 않는 병들이 많아 전

체적으로평균수확량은감소되는경향이었다. 

온도가 버섯의 색깔을 결정하는 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13℃에서 일정 크기로 생장시켜 갓 색이 거의 흑색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 13, 16, 20, 23℃로 이동시켜

생육시키는 경우, 일반 온도에서 생장되는 것과 같이 높은

온도 26℃에서는 유백색으로 변화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Table 5). 고온에 생장시켜 갓 색이 유백색인 버섯을 다

시 10, 13℃저온에 유지시키는 경우 흑회색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미루어(그림 4), 온도가 버섯자실체의 갓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갓 색깔이 백색인 버섯을

저온에 보존하게 되면 갓 색을 흑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방법은 버섯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매

우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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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3. 느타리버섯온도처리에따른발이일수및발이정도

에 미치는 향

13℃ 23℃

그그림림 4. 변온에 따른느타리버섯 자실체의색깔변화

춘추2호 13→23(유백색) 13→23→10℃ 수한 13→23(유백색), 13→23→10℃

표표 5. 생육온도별 느타리버섯의자실체 형태적특징

구분
처리온도(℃)

13→26 13→23 13→20 13→16 13→13

색깔
백색

1A1※

연회색

1B1

연회색

1C1

중간회색

1E1

진한 회색

1F1

※ Museun 칼라챠트의색번호



느타리버섯 병재배에서 온도처리에 따른 품종간의 차이

와 생리적 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온도에 따른 시험을 수

행한 결과 느타리버섯의 품종에 따라 온도처리별 발이 및

수량성에서각기다른반응을보 다. 

특히 원형3호는 16.5℃이상에서는 발이하지 않았으나

13℃에서 발이 후 모든 온도처리에서 생장하 다. 고온성

인 삼복느타리버섯은 10℃에서는 발이 후 생장을 못하고

고사하 으며, 13℃에서 발이시킨 후 10, 25℃의 온도로

변온처리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 고, 수량도

얻지 못하 다.  자실체 색깔은 고온에서는 백색에 가깝게

변하며, 저온의 경우 회색계열의 품종은 흑색에 가까운 색

으로갈색계열의버섯은진한갈색으로변하 다. 

발이 특성은 저온에서는 균일하고 양호하 으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불균일하고 배지표면에서 부분적 발이현상으

로인하여수량성과품질이낮았다. 

13℃에서 생장한 흑색의 버섯을 23℃로 이동하여 갓 색

이 백색인 버섯을 다시 10℃ 변온처리를 하면 흑회색으로

변화하 다. 이런 온도에 따른 자실체의 색의 변화에 의해

느타리버섯의 갓 색은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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