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고(Lentinula edodes (Berk.) Sing.)는 봄, 가을에 활엽

수의 그루터기나 썩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백색부후균

(Leatham and Kirk, 1983; Oki 등, 1981; Tokimoto 등,

1980)으로한국, 일본(Imai, 1938; Kobayasi and Shimizu,

1951), 중국, 동남아를 비롯하여 파푸아뉴기니아 까지 광

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버섯이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식용되어 온 버섯으로 수

요와생산량이급격히신장되고있어최근세계적인버섯사

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표고는 주로 참나무원목을

이용하여재배하며원목내에서균사생장기간이길어첫버

섯을 수확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되고, 재배기간이 최소한 5

년이나 걸리고 재료에 대한 버섯으로의 회수율도 낮다.  또

한 앞으로 표고 재배용 원목의 수요가 많고 참나무의 확보

가어려워구득이어려워지고있다.  따라서최근톱밥을이

용한 표고 재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Ando,

1974; Diehle and Royse, 1985; Royse, 1985).

톱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에 있어서 균사가 완전히 생

장하면백색으로되며이상태에서버섯을발생시키면버섯

수도적고푸른곰팡이병등에오염되어많은수량을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배지표면에 나무의 표피와 같은 역할

을 할 수 있는 인공피막이 형성되도록 갈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갈색으로 갈변화된 것은 외부공기와 접촉시켜

도 다른 균이 오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지내 수분증발을

억제하고버섯발생을양호하게한다. 그러나표고의톱밥재

배에서 배지의 갈변을 위하여 100일에서 150일까지 배양

되면서완료되는톱밥배지는너무긴재배기간을요구하며,

농가에서는그로인하여시설비의과다투자와배양실의확

보 등의 문제로 1990년 초부터 본격화된 톱밥재배연구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농가의 확대는 미진한 편이

다. 따라서 표고톱밥 재배시 배지의 갈변을 촉진시키거나

갈변이 빠른 균주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고에서 광, 환기, 온

도 등의 균사생장에 관여하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갈변을촉진시키는연구들은많이진행되어있으나, 여기서

는표고재배의변천과함께갈변과관련된효소작용을검토

하여 표고 톱밥재배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재배기간을 단

축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자하 다.

표고는 큐슈원주민들에 의해 야생에서 채집된 표고가

A. D. 199년 Chuai 황제에게상납되었다는(Singer,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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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hiitake mushroom (Lentinula edodes) is usually cultivated on the oak log. Log cultivation of this
mushroom is getting difficult to get oak logs and has a weak point of its long cultivation period. Recently sawdust
cultivation is getting increase. It is important to make mycelia browning on the substrate surface. This browned surface in
sawdust cultiv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like as artificial bark of the oak log, which protects the other pests and
suppresses water evaporation in the substrate. The period for mycelia browning is so long that the sawdust cultivation of
Shiitake mushroom can not spread well into the mushroom farms. The development of methods for the rapid mycelia
browning is quite required.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e enzymatic activities related mycelia browning
and search the methods of cultivation period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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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보고 후, 중국의 Sung 왕조시대(960∼1127)에

Wu San Kwung에 의하여 최초로 재배된 기록이 있다

(Chang 등, 1987). Wang Cheng(1313)은「Book of

Agriculture」에서 기본적인 표고재배에 대하여 기록된 후

중국에서 재배되었다(Chang & Miles, 1987).  그 후 이러

한 재배기술은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일본으로 소개

되어(Singer, 1961; Lou, 1981)  일본에서 급속도로 발전

하게 되었다.  이 때의 재배기술은 포자를 이용하여 재배

되었으므로 초기의 재배는 포자를 새로운 골목에 이식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다(Singer, 1961). 포자에 의한 접종

은 유전적으로 불안하여 많은 재배자들이 수량이 높았던

골목의 조각을 새로운 골목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Singer, 1961).  Kitayama(1920)는 유전적

으로 안정된 균사를 적정물질에 순수 배양한 종균을 개발

하 으며, Mori(1943)는 살균된 나무쐐기에 균사를 배양

하는 종균제조법을 소개하 다 (Mori 등, 1987). 쐐기를

새로운 골목에 삽입시키는 방법은 높은 수량과 안정된 재

배를 가능하게 하여 상업적 표고산업을 발전시켰고 급속

하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Campbell 등, 1987).

원목을 이용한 재배방법은 일부 지역에서 원목의 부족현

상이 나타나자 표고재배를 위한 대체배지를 생각하게 되

었는데 유리병에 살균된 배지를 넣어 표고를 생산하게 된

것이 최초의 톱밥을 이용한 재배방법이다(Passecker,

1933). 그 후 톱밥에 의한 재배는 표고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균사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Nisikado and Miyawaki, 1943). 

한국에서는 이조시대 정약용(1790)의「산림경제」에 송

이, 표고, 복령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

전에 표고 등의 버섯이 소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金

등, 1987).  표고에 대한 인공재배는 1905년 산도식 재배

가 최초라고 볼 수 있으며(李 등, 1980), 그 후 표고톱밥종

균의 순수배양은 경기도 임업시험장(1995)에서 성공하

고 1956년도부터 전국에 종균을 분양하여 오늘의 표고원

목재배 기술이 정착되게 되었으며 표고종균배양과 재배기

술을 정립하여 재배기술의 발전에 기여하 다(權, 1957).

우리 나라의 표고톱밥 재배에 관한 연구는 1984년 농업기

술연구소에서 최초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金 등(1987)

은 4 kg 상자에서 참나무 톱밥과 포플러 톱밥을 혼합하여

미강과 상수리분말을 섞어 톱밥재배를 실시하 으며,

1989년에는 톱밥재배용 품종인 농기 3호 품종을 등록하

게 되었다. 1991년도부터 임업연구원에서도 본격적인 재

배기술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활엽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톱밥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산림 5호와 산림 6호가

개발되었다(閔, 1991; 1993; 1994). 표고의 생리적 특성

은 포자가 18∼28℃에서 발아하고, 균사발육 최저한계온

도 5℃, 최고 한계온도 32℃, 균사발육 적온은 22∼26℃

라고 하 다 (Tokimoto and Komatsu, 1978). Tokimoto

와 Komatsu(1982)는 표고종균 9종에 대한 온도별 생장

량을 조사한 바, 25℃에서 가장 좋았고, 표고 원목을 침수

할 때 물의 온도에 따른 버섯 발생량은 10℃의 수온이 저

온처리의 효과가 컸으며, 발생기간 중의 온도에 따른 버섯

생산량은15℃에서좋았다. 버섯의품질은10∼18℃가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hira & Matsumoto, 1984). 균사의

생장은 자실체가 발생되기까지는 30일에서 12일 정도가

소요되며(Han 등, 1981; Miller and Jong 1986), 이때배

양기간은 균주, 배지의 조성, 배지의 양, 종균의 량, 종균의

접종상태와 온도 등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

(Royse, 1985). 균사배양 기간을 길게 하 을 때 버섯의

발생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버섯의 크기와 수량이 증가

하 다고 하 다(Han 등, 1981; Royse, 1985). 이는 균

사체의 량, 배지 내에서의 높은 효소활성 또는 목재성분의

분해로 인한 양분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 다

(Royse, 1985). 균사가 다 자란 후에 배지는 완전히 흰색

을 띄게 되고 톱밥의 형태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균사가 더

욱 성숙하게 됨으로 균사의 융기가 일어나게 되며 이때의

융기는 균사덩어리의 일종이며 자실체의 원기로 발달되는

것이다(Royse, 1985). 융기가 형성되면 배지표면이 적갈

색으로 착색이 되며 외부는 점점 단단하게 되어 균사의 갈

색피막을 형성하게 되어 마치 원목의 껍질과 같게된다. 균

사피막의 기능은 원목의 껍질과 비슷하며,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고 배지 내에 양생장을 개선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보유, 오염방지 등으로 배지의 갈변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ang 등, 1987). 

표고를 톱밥으로 재배할 때 중국에서는 주재료로서 톱밥,

면실피, 옥수수속, 볏짚(혹은 짚), 고구마 가공 잔사 등

이나 갈대類 등의 잡초(중국에서 菌草라고 함)를 사용하

고 있으며, 보조재료로서 기울, 쌀겨, 탄산칼슘 등을 사

용한다(黃, 1994). 일본에서는 톱밥과 양제인 쌀겨(또

는 기울)를 중량비 10 : 1로 섞는 것이 일반적이며(大

森, 1993), 중국의 톱밥 : 쌀겨를 8 : 2로 섞는 것과 차이가

있고, 또 일본의 각 톱밥배지 생산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양제 첨가배지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양제의 제조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표고 톱밥재배

방법에 있어 일본의 경우는 각종 시설과 자재를 이용한 기

술집약형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비가 드

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재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는 간이시설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간이시설형 재배가 주

류를 이루고 있어서 재배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표

고톱밥 재배시 활엽수 대신 값싼 침엽수 톱밥을 이용하는

버섯재배도 시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참나무류 톱밥과

삼나무 톱밥을 7 : 3 또는 5 : 5로 혼합한 후 고압, 고온 성

형기에서 수분함량 8% 정도로 압축한 다음 이를 봉지에

넣고 물을 부어 톱밥배지를 만들면 일반 활엽수 톱밥배지

에서와 같이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 으며(伊藤,

1995), 참나무류 톱밥에 20% 정도의 낙엽송 톱밥을 섞을

경우에도 버섯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龍과 南, 1995). 침엽수 톱밥을 이용하여 팽나무버섯

을 병 재배한 톱밥배지를 즉시 사용하면 수량이 떨어지지

만, 3개월 정도 야외에서 관수하면서 적치하 다가 이용하

면 활엽수 톱밥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슷한 수량의 버섯 수

확을 할수있다고 하 다(Ohga 등, 1993). 톱밥배지에 목

탄가루를 첨가할 경우 잡균 오염도 다소 줄어들고 버섯 발

생량도 다소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으며(Togashi 등,

1995), 활엽수톱밥 8 kg에 기울 2 kg 혼합구에 비하여

톱밥 8 kg + 기울 0.8 kg + 증수제 B(일본에서 시판되

는 특정회사의 제품) 1.2 kg을 섞은 배지는 262.3 g :

345.6 g으로 일부 증수제 처리의 효과가 있었다(龍과 南,

1995). Yoneyama 등(1993)은 3종의 표고 균주를 이용

하여 공조재배시 암배양, 명배양, 버섯발생시의 온도를 각

각 달리 처리한 결과 균주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았던 균주의 경우 암배양-명배

양-버섯발생의 온도를 22℃-25℃-13℃로 하 을 경우

버섯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의 톱

밥재배 연구들은 주로 표고의 배지조성을 달리하여 시험

하거나 자실체의 발생환경에 대하여 시험하여 왔다. 근래

산림과학원을중심으로톱밥재배용품종의개발에박차를가

하고 있으며 (박 등, 2006), 주로 액체종균을 이용한 톱밥

재배에대한연구가있어왔다 (이등, 1998; 이등, 2006).

표고는 목재를 부후하여 양원으로 이용하는 백색부후

균으로 목재다당류인 cellulose와 lignin을 주로 분해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Cellulose의분해에관여하는가수분해

효소는 exo-1,4-β-D-glucanase (exo-cellobiohydrorase),

endo-1,4-β-D- glucanase (endo-cellobiohydrorase)

와 β-D-glucosidase이며 이것은 균사생장 중 분비된다

(Wood and McCrare, 1979). 이것은 cellulose만을 탄소

원으로 이용하여 표고균사가 생장하기에는 어렵다고 하

으며 표고균사가 골목에서 균총을 형성하면서 자란 것이

골목내의 섬유소를 완전하게 간직한다고 하 다

(Leatham, 1985b) 또한 백색부후균의 일부는 cellobiose

산화효소인 quinone oxidoreductase가 cellulose 분해에

관여한다고 하 으나(Erikisson, 1978; Wood and

McCrare, 1979) Pleurotus  ostreatus Fr.등은 이 효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표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Ander and

Erikisson, 1977;  Leatham, 1985b). 참나무 톱밥배지에

서 균사생장 초기에는 hemicellulase와 pectinase가 주로

분비되고, 중기에는 laminarinas, β-D-glucosidase, β-

D- mannosidase 등의 cellulose와 hemicellulose를 분해

하는 효소가 많이 분비되었으며, 말기에는 endo-1,4-β-

D-glucanase, β-D glucosidase, β-N-acethyl-D-

glucoseaminidase, acid-phosphatase와 hemicellulase

의 효소활성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Leatham, 1985b).

Glucoseamime의 함량은 표고균사가 만연된 골목에서 버

섯수확량은 증가하 으나 계속되는 자실체의 발생은

glucoseamime의 함량을 낮춘다고 하 다(Tokimoto and

Fukuda, 1981). 이는 축적된 glucoseamime이 세포벽에

원기와 자실체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이나 polymer로 존

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adelin, 1956;

Wessels, 1965). 표고 자실체의 발생시 참나무 골목내에

서는 cellulase와 xylanase의 역가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

다(Tokimoto 등, 1977; Ishigawa 등, 1983). 이들 효소의

증가는 골목을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하여 골목내에 탄소원

을 생성함으로써 자실체의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지원한

다고하 다(Tokimoto and Kawai, 1975).

백색부후균에 의한 lignin의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미

생물이 분비하는 세포외 효소인 lignin-peroxidase, Mn-

peroxidase와 laccase의 3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phenoloxidase라고도 한다(水野와 川合, 1992). 표고는

이들 효소중 Mn-peroxidase와 laccase만이 분비되는 것

으로알려져있다(Winkelmanm, 1991).  Leatham(1985a)

은표고균사가생장할때배지내에서리그닌의분해는접종

15일 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150일간의 배양에서

약 40%의 리그닌이 분해되었다고 하 으며 ligninolytic

activity는 glucan의 분해가 최고로 될 때 리그닌의 분해도

최고로 이루어졌다고 하 다.  Phenoloxidase에는 기질의

특이성과 저해제(inhibitors)의 사용에 따라 3종류로 나뉘

어지며 이들은 모두 산소의존적(Oxygen-dependent)이

며구리가겹합(copper-containing)된 glycoprotein이다.

Tyrosinase는 생체내에서 분비되는 phenoloxidase의

일종이며 monophenol oxidase와 catechol oxidase의 활

성을 갖는다. 그리고 공기중의 CO가스에 의해 그 활성이

저하된다고 하 다(Mason, 1957). Tyrosinase는 곤충

의 표피를 단단하게 하고 색깔에 관계된 효소이다. 곤충의

표피형성동안 extracellular phenolic substrates는 o-
quinone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되며 단백질과 불용성의 교

차 결합된 단백질복합체를 형성하는 quinon과 반응한다

(Mason, 1955; Hackman, 1959). 고등식물의 이차세포

벽의 형성과정에서도 앞의 곤충표피세포에서와 비슷한 기

작으로 lignin이 분해된다고 보고하 다(Higuchi, 1959;

Northcote, 1972). 

표고는 균사에서 갈변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균사체의

갈변은 재배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목의 표

피와 같이 배지내의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고 병원균의 침

투를 방지하여 표고톱밥재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다. 표고에서 균사의 갈변현상에 관한 연구

는 미진한 실정이지만, 표고의 자실체에서 병원균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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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는 노화되어 주름살의 갈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

여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Gong등, 1993; 1994).

時本(1985)은 표고균사와 Trichoderma 균을 한천배지에

서 대치 배양하 을 때 주로 병원균의 침투시 접촉부분의

균사에서 갈색으로 변색이 일어나며 이때 갈변부의

polyphenoloxidase 효소의 활력이 급격히 높아 졌다가 낮

아지면서 표고균사가 용균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 으며, 또한 골목 내에 표고 병원균인 Trichoderma 속

균이 침입하 을 때 균사는 갈색으로 띠를 형성하며 이때

역시 갈변을 촉진시키는 효소는 phenoloxidase라고 하

으며 어린 골목일수록 효소활성이 높았다고 하 다. 골목

에서 병원균의 침투시 골목의 접종부위에서부터 주로 병

원균의 감염이 일어나고 침입부위의 균사는 죽거나,  표고

골목 특유의 황백색 또는 흑갈색의 변색을 나타낸다(小松,

1975; 松尾, 1980). 자실체의 저장 중 주름살의 갈변이 이

루어지며 이때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는 phenoloxidase라

하 으며 ethyl alcohol에 의해 억제된다고 하 다(Gong

등, 1993). 생체내에서 분비되는 phenoloxidase효소는

tyrosinase, laccase와 peroxidase 등이며 이들은 과일,

채소류와 다른 음식들에서 갈변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Mayer and Harel, 1979, 1991; Vamos-Vigyazo,

1981; Mayer, 1987; Robinson, 1991). 이들 효소들은 버

섯 내에도 널리 존재하고 있으며(Kummar and Flurkey,

1992; Perry et al., 1993; Turner, 1974; Wood, 1980a;

Vamos- Vigyazo, 1981) 이들 효소 중 tyrosinase가 균

사의 갈변화에 관여한다는 보고(Yvonne 등, 1994)가 있

다. 양송이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인 v°-glutanyl-

hydroxybenzene에 tyrosinase작용의 결과로 양송이 자

실체가 갈변현상을 나타내며 이 작용은 진한색깔을 띤

melanin을 형성한다(Yvonne 등, 1994). 멜라닌은 자연계

에 널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생물고분자 물질로 검은 색소

와 단백질의 복합체이다. 우리주변에서 멜라닌의 합성은

사과, 감자, 바나나의 잘린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변이나, 동물의 외피, 깃털, 피부, 머리, 눈

등에서 관찰되며(Lerner and Fitzpatrick, 1950; Bell and

Weeler, 1986), 식품에서는채소, 과일, 생선등의질을저

하시키기도 한다(Chen 등, 1991). 멜라닌의 생합성은 주

로 tyrosinase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Korner & Pawelek, 1982). 멜라닌의 생성 및

tyrosinase에 의한 변색에 관여한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도입된 이래 분자유전연

구에서 커다란 진보를 해왔다. Kimura와 Takashi(1993)

는 1, 8-dihydroxynaphtalene에서 흑색의 색소를 분비하

는 사상균인 Alternaria alternata 균의 멜라닌 생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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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 년도별표고 수출입현황’

년도
표고버섯(신선/냉장) 표고버섯(건조)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1990 - - 3,616 28,970 333,370 524,466 1,000,062 22,961,620 

1991 - - 2,098 17,552 651,819 1,402,900 863,663 25,177,689 

1992 35,163 75,422 3,616 29,168 1,204,820 3,750,626 704,031 18,309,274 

1993 - - 8,631 83,503 514,308 831,527 595,632 13,186,096 

1994 55,980 96,972 51,344 492,265 866,124 1,538,129 415,451 11,117,270

1995 - - 126,152 729,267 495,341 867,274 601,364 13,921,933 

1996 2,706 147,041 30,792 682,690 836,846 2,314,658 324,782 8,731,639 

1997 20,300 58,598 7,264 96,342 1,297,629 3,201,437 322,104 8,195,374 

1998 3,200 7,006 6,195 34,689 1,135,716 2,024,324 367,077 8,605,391 

1999 56,822 99,882 18,712 136,493 1,040,844 2,421,849 392,266 7,475,323 

2000 58,751 95,086 267 702 1,079,030 2,638,685 226,099 4,997,190 

2001 50,946 77,580 67,726 222,888 811,901 1,832,030 191,429 4,109,925 

2002 7,740 15,601 36,506 136,523 905,383 2,344,744 254,560 4,168,998 

2003 - - 12,205 51,416 999,565 3,214,578 362,090 6,350,315 

2004 114,639 213,531 610 1,385 1,254,196 3,843,191 234,644 4,581,775 

2005 334,525 665,046 1,444 11,130 1,079,975 3,380,877 349,342 4,859,118 

2006 639,009 1,667,000 476 9,000 892,912 3,719,000 197,262 3,390,000 

2007 262,872 613,000 1,893 27,000 1,159,397 5,236,000 345,568 5,745,000 



요구되는 유전자를 연갈색 색소생성 돌연변이에 정상색소

생성 균주(wild type)로부터 cDNA complementation방

법을 통해 분리 보고한 바 있다. Kupper(1989)는 붉은빵

곰팡이균인 Neurospora crassa의 색소를 띤 균사로부터

제작된 cDNA library로부터 tyrosinase 유전자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tyrosinase 유전자를 분리하 다. 이

외에 Fujita 등(1995)은 Aspergillus oryzae 세포 내에 분

비되는 tyrosinase를 분리 정제하여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PCR primer를 제작하여

protyrosine 유전자 melO를 분리하 다. 최근 Liang과

Pardee(1992)는 동물들의 life cycle에서 생물체내의

genome내에 박혀있는 수백만 개의 gene이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생물체내의 조직이나 기관 선택적으

로 mRNA와 단백질로 발현되는가 하여, 이와 같이 복잡한

regulatory circuitry에서의 불규칙성(abnormality)은 생

리적인 변화 또는 이병상태와 같은 차이의 기초가 되는 원

인중의 하나라고 믿었다.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어 발현되

는 유전자의 분리와 특성검정은 이와 같이 중요한 생물학

적 의문점을 이해하는데 첫 단계라 할 수 있어 mRNA를

분리하여비교하는방법으로RNA diferential display라는

기술이사용되고있다.

우리나라의 표고 생산량으로 보면 총 표고생산액 1,959

억원, 생표고 생산량 23,592톤, 건표고 생산량 2,044톤의

국내 표고시장에서 표고톱밥재배는 아직까지 생산량 5 %

내외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산림청, 2007). 표고의

수출입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건조표고의 수출입량이

비슷한데 비하여 생표고의 수출량은 수입량에 비하여 현

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톱밥재배에 필수적인

갈변에 대한 효소적인 이해를 실제 재배에 접목시켜 톱밥

재배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

는 등 톱밥재배를 활성화시킨다면 품질이 높은 생표고를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낼 수 있어 얼마든지 공격적인 수출

이가능하리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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