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icholoma gigantium Massee(왕송이버섯)는 송이버

섯과, 송이버섯속에 속하는 버섯으로 맛이 부드러우며 국

내에는 1996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수집된 버섯이다(김

등, 1998). 일본에서는 흰송이(White matsutake)로 불리

며 약용으로서의 효과가 검정되어 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

터 민간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었으며(Lee 등, 2004) 특히,

대만에서는 동충하초, 망태버섯, 노루궁뎅이버섯과 함께

상업적으로 식용되고 있는 버섯이다(Mau 등, 2001). 또

한, Fusarium oxysporum, Mycosphaerella arachidicola,
Physalospora piricola와 같은 병원성 균에 대한 항진균

단백질인Trichogin이왕송이버섯의자실체에서분리되었다

고보고되었다, 또한, 이단백질은기존의느타리나큰느타리

와는다른새로운단백질이라고보고되었다(Guo 등, 2005).

현재 재배되고 있는 버섯들은 약용버섯과 식용버섯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느타리를 비롯한 팽이, 양송이, 큰느타

리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식용버섯이다. 대

표적인 약용버섯은 상황버섯, 지버섯 등이며 이외에 양

송이와 재배법이 비슷한 신령버섯 등이 있다. 신령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용버섯은 원목을 기본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톱밥, 폐면 배지를 사용하는 식용버섯들에 비해 배

양기간이 대체로 길고 재배 방법 또한 까다롭고 힘들어 고

가에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 약용버섯들의 품종개발이

나 속성재배법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왕송이 버섯은 톱밥이나 폐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

량생산이 용이하고 다른 약용버섯 못지않은 기능성을 가

지고 있는 버섯이다. 또한 볏짚, 톱밥, 폐면을 이용한 상자

재배가 가능하며 자실체는 대형으로 다발성이기 때문에

수확작업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는 1996년에 재

배법 개발이 시도되어 괄목한 만한 성적을 내었으나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김 등,

1996). 이와 아울러, 국내 버섯산업은 느타리와 팽이버섯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품목의 다양화와 새로움을 찾는 소

비자의 욕구에 발맞춰 이들에 대한 대체 품목의 개발이 어

느때보다도필요하다. 

본 시험은 왕송이버섯의 보다 효율적인 대량생산 체계를

구명하고자 재배 방법 및 재료를 달리하여 이에 적합한 환

경을선발하 던바그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본시험에사용한균주는농업과학기술원응용미생물과에

보존 중인 왕송이버섯균 (Tricholoma giganteum)으로 제

주도에서수집된MKACC 50853을포함하여총4균주이다.

Journal of Mushroom Science and Production Vol. 5, No 3 & 4, p98-102 December 2007
Copyright ⓒ 2007 by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Printed in S. KOREA

농업과학기술원응용미생물과, 1강원대학교생물환경부

Development of artificial cultivation conditions on Tricholoma giga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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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icholoma gigantium, an edible mushroom, belongs to Tricholomataceae of Tricholoma and is distributed
at Jeju-Do in Korea. It  is also well-known as the medicinal mushroom in Taiwan. The cultivation method using the
compost was developed in Korea in 1995. To develop a mass cultivation method and a superior strain, four strai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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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이버섯 수집균주의 계통구분을 위하여 Zolan과

Pukkila(1986)이 사용한 DNA추출법을 인용하여 균사체

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 #OPC8 등 10mer OPERON 프

라이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 다. 얻어진 PCR산물

은 2.0% 아가로즈 겔에서 전기 동을 하여 밴드의 다형성

을비교하 다. 

유연관계 분석은 밴드의 유무를 "1"과 "0"으로 구분

(Smith와 Anderson, 1989)하 으며 이를 근거로 UPGMA

(unweighted paired group methods with arithmetic

average)법을이용하여Dendrogram을작성하 다.

왕송이버섯의 재배 체계를 확립하고자 폐면과 톱밥배지

를 사용하여 상자재배와 봉지재배를 실시하 다. 상자재

배는 면적 0.8㎡ 상자에 1,000ml 크기의 톱밥종균 4병을

반으로 쪼개어 넣은 다음 양송이용 복토를 덮어 25℃에서

배양하 다. 봉지 재배는 67%로 수분이 맞춰진 폐면을 약

2kg 씩 충진하여 121℃에서 90분간 살균한 후 접종하여

25℃에서 배양하 다. 왕송이 발이 후에는 자실체 생육 환

경을 구명하고자 재배사의 습도를 60%이하, 80%이상으

로 유지하여 초발이소요일수, 자실체 형태, 균사생장정도

를 조사하 다. 또한, 봉지재배를 통하여 폐면, 기울 등

배지종류 및 첨가제를 달리하여 재배한 후 수량, 초발이소

요일수, 자실체형태를조사하 다.

왕송이버섯의 RAPD 분석을 통한 유전적 다형성을 분석

한 결과, MKACC 50852 균주와 MKACC 53368이, 그리

고 MKACC 50853과 MKACC 53359가 각각 높은 유연

관계를보 다(그림 1).

왕송이버섯의 자실체대량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톱밥배

지에서 배양한 종균의 윗부분을 제거한 후 노지에 매몰을

하여 왕송이버섯의 자실체를 유도하 다. 또한, 노지의 조

건과 흡사한 방법으로 실내 상자에서 양송이 복토를 사용

하여 자실체를 유도하 다. 노지매몰 및 실내 상자재배 모

두 자실체가 발생하 으며 발생 후 9일 경에 완전한 자실

체로성숙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그림 2).

왕송이버섯의 대량 인공재배를 위하여 봉지재배 및 상자

매몰 재배를 실시하 다. 상자매몰 재배를 위하여 1,000

ml 용량의 플라스틱병에 미송 40%와 포플라 40% 및 미

강 20%를 혼합한 톱밥배지를 충진하여 왕송이 균을 접종

하 다. 배양이 완료된 종균은 각각의 상자에 8병씩 넣어

복토한 후 자실체 발생을 유도하 다. 또한, 봉지재배를 위

하여 수분을 67%로 조절한 폐면배지에 톱밥종균을 접종

하여 총배지 무게를 2kg으로 맞춰 배양하 다. 그 결과, 종

균의 배양율은 MKACC50852와 MKACC53368이 90%

이상으로 가장 좋았으나 나머지 균주는 배양율이 저조하

다. 균사 도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균사생장이 좋을수

록 균사 도도 높은 경향을 보 다. 최종적으로 버섯은

MKACC50852와 MKACC53368 두 균주에서만 발생이

되었으며 MKACC50852를 봉지재배했을 때 수량이

109.3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발이 소요일수는 57일

에서 64일정도가 소요되어 일반적인 병재배나 봉지재배

버섯들에비해상당히늦은경향이었다(표 2).

폐면을 사용한 왕송이버섯 봉지재배시 수량증수를 위해

첨가제를 처리하여 이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첨가제로

는 구득이 쉬운 기울과 미강을 사용하 으며 첨가비율

은 각각 3, 5, 7%을 처리하여 자실체 수량을 조사하 다.

MKACC50852 균주의 경우 첨가제를 처리하지 않고폐면

단독처리한 대조구에서 수량이 높았으며 기울을 5% 첨

가한 배지 이외에는 자실체가 발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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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1. 왕송이버섯 수집균주내역

균주 번호 학 명 수집지역

MKACC 50852 Tricholoma gigantium 일 본

MKACC 50853 〃 제주도 (자생)

MKACC 53368 〃 인천광역시 (자생)

MKACC 53359 〃 태 국

그그림림 1. 왕송이버섯 수집균주의유전적 유사도



MKACC53359는 미강 7%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

서 버섯이 발생하 으며 기울을 3%처리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보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처리구

는 대조구에 비하여 수량이 낮았다. 왕송이 버섯의 경우는

첨가제를 첨가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폐면 단독 처

리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첨가제보다는 재배사 환경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균사배양기간은 69일에서 74일

정도소요되었다(표 3).

왕송이버섯이발이후재배사내적정습도조건을구명하

고자 60%이하의 저습조건과 80%이상의 고습조건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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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노지매몰 실내상자

발생

9일

그그림림 2. 왕송이 버섯의노지매몰 및 실내상자 재배시 자실체전경

표표 2. 왕송이버섯상자재배시 균사생장및 자실체생장 특성

균주번호 재배방법
균사생장 및자실체 생장특성

종균배양율
(%)

균사 도
초발이소요일수

(일)
발이개체수

(개/상자)

MKACC50852
상자

90
+++++ 63.7 74.3

봉지 ++++ 57.7 109.3

MKACC50853
상자

20
+++ - -

봉지 ++++ - -

MKACC53359
상자

30
+++ - -

봉지 ++++ - -

MKACC53368
상자

90
++++ 63.7 51.7

봉지 ++++ 57.0 44.0

* 균사 도 : +++++;매우높음, ++++;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복토산도 : 6.5

그그림림 3. 톱밥봉지재배용 왕송이버섯균의배양 전경



어 자실체의 생장정도를 살펴보았다. 자실체의 발이율은

MKACC53368보다 MKACC50852가 40%로 더 높았으

며 이중 실제 수확가능한 버섯으로 생장한 생장율은

MKACC53368이 17.4%로 높았다(표 4). 이 결과는 균주

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발이율이 높으면 낮을 때보다 발이

된 버섯개체간의 경쟁이 더 심해져 서로 자실체 성숙에 제

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발이 후 솎아주기

잡업을해주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습도조건에서는 발이 후 습도를 80%이상 유지할 때 자

실체 생장율이 좋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버섯의 특성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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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3. 왕송이버섯 폐면봉지재배시 첨가제종류별 균사생장정도

균주 번호 첨가제
첨가비율

(%)
배양기간

(일)
발이기간

(일/복토후)
자실체수량

(g/봉지)

MKACC50852

기울

3 69

5 25 273

7

미 강

3

5

7

대조구 0 74 455

MKACC53359

기울

3 69 25 432

5 25 303

7 25 276

미 강

3 22 178

5 24 261

7

대조구 0 71 28 367

그그림림 4. 왕송이버섯의폐면 상자시발이 및발생된 자실체

표표 4. 왕송이버섯재배사내습도별자실체생장율

균주번호 습도처리
발이율

(%/재배면적)
버섯생장율*

(%)

MKACC50852
60% 이하

40
-

80% 이상 13.4

MKACC53368
60% 이하

20
80% 이상 17.4

*   버섯생장율: 발이후갓을형성하면서자실체로성장한비율
** 재배사온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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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된다. 복토작업 후 복토 위로 균상면적의 약

70% 정도 균사 생장이 되었을 때 하온 처리에 의한 발이

유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발이유기 및 자실체 생장

시 주야간 온도편차가 가능하고 환기가 용이한 재배사가

적절하다고판단된다.

왕송이버섯의 인공재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보존중인 MKACC50852 등 4개 균주를 사용

하 으며 우선 이들의 RAPD 분석을 통한 유전적 다형성

을 분석하여 유사도를 알아보았다. 일본에서 수집한

MKACC50852균주와 인천에서 채집한 자생균주인

MKACC53368이 높은 유연관계를 보 으며, 제주도에서

채집한 MKACC50853은 태국에서 수집한 MKACC53359

와높은유연관계를보 다. 

왕송이버섯의 인공재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봉지재배

및 상자매몰 재배를 비교 실험한 결과, 봉지재배가 상자재

배보다 초발이소요일수가 빨랐으며 발이정도에서는 큰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 균주별 자실체 발생에서

MKACC50852 및 MKACC53368는 버섯이 발생되었으

며 그 외의 균주는 버섯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MKACC50852가자실체의 품질 및발이율이 가장 높았으

며 복토 후 균상생장도 양호하 다. 왕송이버섯의 재배사

내 습도별 자실체 생장율은 발이 후 습도를 80%이상 유지

시 자실체 생장율이 좋았으며, 복토 후 균사생장 완료전 약

70% 정도 균사 생장시 하온 처리에 의한 발이유기가 효과

적이라고 생각되며 발이유기 및 자실체 생장시 주야간 온

도편차 유지가 가능하고 환기가 용이한 재배사가 적절하

다고판단된다.

왕송이버섯의 간편한재배체계를확립하고자폐면및톱

밥배지를 사용하여 상자재배와 봉지재배시 미강, 기울

등 첨가제를 각각 3, 5, 7%씩 처리하여 자실체발생 및 수

량을 조사한 결과, 첨가제 중 미강 처리구보다는 기울 처

리구에서 균사생장이 양호하 으며 배양기간과 발이기간

도 단축되었으나, 수량은 폐면 단용구에 비해 낮았다. 균주

별로는 MKACC50852 균주가 폐면단용구에서 발이및수

량(455g/봉지)이 가장 양호하 으며 MKACC53359는

비록 수량은 낮은 편이었으나 처리별로 고른 발이율을 보

다. 결론적으로, 왕송이버섯 자실체 발생을 위해서는 첨

가제의 종류보다는 재배환경요인이 더 큰 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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