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te fungus 또는 은이(silver ear)이라 불리우는 흰목

이버섯은 분류학적으로 이담자균강에 속하며, 흰목이목,

흰목이과, 흰목이속이다(Lowy, 1971). 흰목이버섯균

(Tremella fuciformis Berk)은 전세계적으로 약 40여종이

있으며(Sawada, 1942; Lowy, 1971), 수국꽃같은형태와

반투명의 젤리질이 주요한 자실체의 특성이다. 이 버섯은

국내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버섯으로 6월, 7월 장마철

에 나무 등, 활엽수 잡목지대와 고사목에서 투명한 형태로

자란다. 흰목이버섯은 균사체와 자실체로 구분되며 담자포

자에서 발아된 균사체가 양기관이 되어 단핵균사와자실

체를 형성하는 이핵균사형태로 존재한다. 흰목이버섯은 이

종 간 결합을 하며 전형적인 4극성이며(Bandoni, 1963),

이핵균사는 공생균(Hypoxylon sp.)의 도움하에 자실체를

형성한다(Huang, 1982). 공생균이 필요한 이유는 흰목이

버섯균이 섬유소, 리그닌, 전분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생균(Hypoxylon sp.)의 도움을 받

아야만 자실체 생장발육에 필요한 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Yun 등 1987).

중국에서는 흰목이버섯이 전통적으로 항고지혈증, 항염

증, 항당뇨, 간보호, 항산화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로 흰목이버섯 산성다당체는 항암성물질로 밝혀져 있으며

(Ukai 등, 1972; Oh 등, 2006), glucuronoxylomannan은

경구 투여시 항당뇨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Kiho 등,

1994; Tadashi 등, 1994). 한편, 이 다당류의 다이어트 작

용 및 콜레스테롤 증가 억제가 보고되었다(Cheng, 1996;

Cheng 등, 2003). 이 외 단백다당체(glycoprotein)의 인

터페론의 유도 증진효과가 보고되었으며, 체액성 면역과

세포면역 증진효과와 암환자에게 방사능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natural killer cell의 활성저하와 IL-2 합성저하

를 억제하는 활성이 알려져 있다 (Lin 등, 1985; Ma 등,

1992; Oh 등, 2006). 

흰목이버섯을 가장 먼저 인공재배한 곳은 중국의 사천성

통강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인공재배가 1894년 시작되었

으며, 1954년 '생물학 통보'라는 잡지에 흰목이버섯 포자

균종의 분리와 접종기술이 발표 된 후 귀주성, 호북성, 섬

서성, 복건성으로 그 재배방법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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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tromatal forms of T. fuciformis and the mycelia of Hypoxylon sp. were collected. The DNA sequence
in the ITS region of the 5.8S ribosomal genes of isolated strain KG103 was very similar to that of T. fuciformis AF042409
with a homology of over 98% in the EMBL/GenBank database through BLAST searching. A second isolate, No KG201,
one of the symbiotic strains for cultivating T. fuciformis also exhibited high homology with Annulohhypoxylon stygium
AJ390406. Potato Dextrose Medium exhibited the best mycelial growth of 14 ㎜㎜/14 days and 85 ㎜㎜/14 days for T.
fuciformis and its symbiotic fungi, respectively. Optimum culture conditions for the micelial growth were pH 5 at 25℃℃.
For the optimization of artificial cultivation of T. fuciformis in bottle with sawdust medium, several conditions such as type
of sawdust, supplements, pH, moisture content, and incubation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T. fuciformis and symbiotic
fungi showed fast mycelial growth on corn cob media (77 and 52%) followed by oak tree sawdust and cotton seed meal.
The optimal temperature for mycelial growth of T. fuciformis and symbiotic fungi on corn cob media was 25℃℃ at 55% of
moistur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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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중국의 복건성, 절강성, 운남

성, 사천성 등지와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

아에서 흰목이버섯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흰목이버섯 인공재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

지 흰목이버섯의 인공대량생산에 대한 시도와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 외에서 대량으로 생산,

소비되고 있는 이 버섯의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가공기술

을 개발시 흰목이버섯의 국내 활용가치가 증대되게 되며,

농가의소득확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흰목이버섯의 재배방법은 다른 버섯에 비해 다소 까다로

우며, 공생균을 활용하는 특수한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국

내에서 흰목이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연중재배방법 개발이 절실하며, 단

기 대량생산법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고온다습한 조건에서만 흰목이버섯의 안정적인 생산

이 가능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재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실에 맞는 인공재배 용기를 개발하고

흰목이버섯의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여 흰목이버섯 인공

재배를실용화하고자한다.  

흰목이버섯균(T. fuciformis KG 103)과 공생균인(A.
stygium KG 201)을 자실체가 형성된 심부에서 분리하

다. 자실체가 형성된 골목에서 자실체를 제거한 후 2 3일

동안 겉 표면의 습기를 제거한 후 자실체를 제거한 부위로

부터 0.5-1 cm 깊이이내에서 골목내흑색부분을무균적

으로 내부의 조직을 절취하 다. 절취된 부분을 PDA 배지

위에 올려놓아 26  항온기에 7일 동안 배양한 후 생장한

균사체를 모두 분리하여 흰목이버섯균과 공생균을 분리하

다. 그리고 흰목이버섯(T. fuciformis KG 101 104)과

공생균(A. stygium KG 201)을 순수 분리하여 혼합배양

하여 자실체 형성 유무를 관찰하 다. 흰목이버섯 자실체

형성 흰목이균과 공생균을 PDA배지에서 배양하여

ITS(Internal transcriber spacer) 역의 5.8S rDNA의

염기서열분석을통하여균을동정하 다(Kim 등, 2006). 

흰목이버섯균(T. fuciformis KG 103)과 공생균(A.
stygium KG 201) 균주의 일반적인 배양은 PDA(Potato

dextrose agar) 배지 상에서 이루어 졌다 (26℃, 14일 배

양). 흰목이 버섯균 접종시 젤라틴 형태의 흰목이 버섯 균

사체 조직을 핀셋으로 적당량을 취하여 접종원으로 사용

하 다. 흰목이버섯균과 공생균의 균사생장에 적합한 배

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PDA, MCM, YM, Czapek, MEA 등

의배지에서균사체생육을비교하 다(Table 1).

적정 배양온도 측정을 위하여 15℃~~ 35℃까지 5℃간격

으로 균사체의 생육을 관찰하 으며, pH 4.0~8.0 까지

0.5 간격으로 pH를 조정하여 최적 pH를 결정하 다. 이외

균사생육 시적합한 탄소원, 질소원, 각종비타민, C/N률등

은Chang(1997)의논문을참고로하 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media used  (g/ℓ)

Nutritional reagents
Medium

PDA MCM YM Czapek MEA

potato 20
dextrose 20

sucrose 30
glucose 20 10

peptone 2 5 5

MgSO4·7H2O 0.5 5

KH2PO4 1

K2HPO4 1

malt extract 0.5 3 20
yeast extract 2 3

NaNO3 2

KCL 0.5

FeSO4·7H2O 0.01

agar 20 20 20 20 20

MCM(Mushroom Complete Medium), PDA : Potato Dextrose Agar, MEA : Malt Extract Agar, MCM : Mushroom Complete  Media,
YM : Yeast Extract Media 



흰목이버섯 재배시 다른 버섯 재배방법과 달리 공생균을

이용해야 되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 T. fuciformis KG

103과 A. stygium KG 201, 두가지 균을 사용하여 혼합접

종을 위한 최적배지 조성과 흰목이 버섯균과 공생균이 잘

혼합 할 수 있도록 혼합방법을 연구하 다. 두 균주를

PDA 배지에서 26℃ 항온기에서 14일간 배양하여 접종균

으로 사용하 다. 이때 흰목이버섯의 경우 젤라틴 형태의

찔긴 조직을 핀셋으로 적당량을 취하여 접종원으로 사용

하 다. 배양한 두가지 균을 동시에 선발한 배지에 접종하

여 26℃ 항온기에서 30일간 배양하여 1차 접종원을 제조

하 으며 대량의 종균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 3차 계대접

종배양하여대량종균으로사용하 다. 

흰목이버섯 재배시 고온다습한 조건을 유지해주기 위하

여 새로운 용기를 개발하 다(실용신안 20-0438046).

접종된배양용기를배양실에옮겨놓고최초 3일동안 26℃

로 배양실 온도를 맞추어 균사 활착이 빨리 되도록 하 다.

그리고 4일 째부터는 배양실 온도를 24℃로 유지하 다.

종균 접종 후 14일 째부터 내측필터를 열고 생육부 뚜껑을

닫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어 자실체생육을

촉진시켰다. 생육실내 습도를 75%유지시켜 일정한 습도

를유지시켰다. 

T. fuciformis KG 103의 병속재배 배지의 최적화를 위

하여, 일반적으로 버섯재배에 많이 이용되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배지원료를 병속재배시 주

재료로 사용하 다. 주재료로 선택된 참나무 톱밥, 면실피

그리고 콘코브의 자실체 형성 효과를 비교하 으며, 보조

재료로 미강을 첨가하 다. 이외 첨가제로 sugar 1%,

CaSO4·2H2O 1.5%, MgSO4·7H2O 0.5%를사용하 다. 

흰목이버섯균과 공생균의 채집을 위하여 경기도 홍천, 전

라도 지리산, 강원도 치악산 등의 야산과 표고버섯 재배사

근처에서 야생 흰목이버섯을 수집하 으며, 다수의 흰목

이버섯균과 공생균을 분리하 다. 분리된 균들 중 오염이

되지 않고 활력이 있는 균주를 선발하 다(KG 101, 102,

103, 104 균주). KG 101-104중 103균주가 PDA배지에

서균사체 직경이 14.6 mm/14 days로균사생장률이 가장

높았다. 4가지 균주 모두 PDA배지에서 균사생장과 도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MCM, MEA, YM, Czapek 순

이었다. 공생균도 PDA에서 가장 왕성한 균사생장을 나타

냈다(Table 2).  

분리된균주중KG 103균주와KG 201균을실험에사용

하 다. 두 균을 각각 PDA배지에서 배양한 후 ITS 5.8S

rDNA sequencing 하여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후 Gene

Bank Data homology search를 통하여 균주를 동정하

다. 분리된 균주는 흰목이버섯균인 Tremella fuciformis
AF042409와 99%의 유전자 상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리된공생균도같은방법으로유전자서열을

분석하 다. Gene Bank Data homology search를 통하여

분리된 균주는 흰목이버섯 공생균인 Annulohhypoxylon
stygium AJ390406 과 유전자 서열상 99% 상동성을 보

여주는것으로 확인되었다(Kim 등, 2006).

T. fuciformis KG 103균주를 25℃에서 균사 배양시

PDA 배지 상에서 14mm/14days의 생육을 나타냈으며,

35℃이상 고온과 15℃이하 저온에서는 현저하게 균사 생

장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A. stygium KG

201 균주도 흰목이버섯균과 유사한 온도 범위에서 가장

좋은 균사생장을 나타냈으며 20℃~30℃까지 넓은범위

의 최적생육온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 Huang (1982)이 T. fuciformis의 균사는 25~26

℃의 범위에서 잘 자랐으며 최적배양 온도는 23~28℃라

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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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ycelial growth of T.  fuciformis  KG 103 and A. stygium KG 201 at different media. (mm/15 days)

strains (KG)
Medium

PDA MCM YM Czapek MEA

101(강원도홍천) 12.4 12.4 10.7 9.3 9.3

102(지리산) 12.5 11.8 10.7 8.9 10.4

103(치악산1) 14.0 12.6 10.3 10.2 12.3

104(치악산2) 10.6 11.4 9.5 7.9 7.2

201(강원도홍천) 86 72 69 5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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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버섯의 경우 Kann(1991) 등에 의하여 균사생장 최

적온도가 30℃로 보고되었으며,  Quimio (1981)도 28℃

라고 보고하 다. 즉 흰목이버섯균보다 목이버섯균이 더

높은 생장 최적온도를 나타내었으며, glucose, yeast

extract, kauffmans, potato dextrose, V-8 juice agar

를 첨가하 을 때 목이버섯의 균사생장이 우수하다고 보

고하 다.

T. fuciformis KG 103 균주는 pH 5.0에서 14 mm/14

days으로 최대의 균사생장을 나타내었으며, 비교적 낮은

pH에서 잘자라는 경향이 관찰 되었다. 그리고 pH 6.0이상

에서부터 균사의 증식이 급격히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

다(Table 4). 공생균인 A. stygium KG 201 균주도 흰목

이버섯 균주와 마찬가지로 pH 5.0에서 86 mm/14 days의

최대 균사생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흰목이버섯균과 유

사한 pH 4.0~6.0 사이의 산성 pH가 생육에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Chang(1997)이 흰목이버섯균은 pH 5.5에

서, 공생균은 pH 5.0에서 균사생장이 가장 양호하 다고

보고한바와 같이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Chen과 Hou

(1978)가 휜목이 균사생장의 pH범위는 pH 5.2~7.2이나

최적산도는 pH 5.2~5.8이라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하

는 결과이었다. 목이버섯의 경우 균사체 생장에는 pH

6.5~7.5의 약간 높은 최적 pH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Khan 등, 1991).

본 연구에서 흰목이버섯 대량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병버섯 재배용 용기를 활용하고자 하 으나, 고온

다습 조건을 맞추기 어려우며, 입병작업, 접종작업, 생육관

리, 수확 등의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불편하여 새로운

용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즉, 기온변화가 심한 국내 계절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연중 계획생산을 위하여 재배용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용기는 각종 다른 버섯류 재배에 있어

일정한 온, 습도가 요구되는 버섯류를 쉽게 재배할 수 있도

록고안되었다. 

분리된 T. fuciformis KG 103 공시균주를 PDA 배지에

26℃ 항온기에서 14일간 배양하 으며, 젤라틴형태로 배

양된 것을 4 8등분하여 떼어낸 절편을 접종원으로 사용하

다. 같은 방법으로 분리된 A. stygium KG 201을 배양

하여 접종원 H로 사용하 다. 떼어낸 절편 접종원 T 와 H

를 동시에 종균배양용 배지인 참나무톱밥 77.5%, 미강

20%, 석고 1.5%, 황백당 1%에접종하여 26 에서 30일동

안 배양을 한 후 1차, 2차, 3차 계대 접종하여 종균을 확보

하 다. 그리고 혼합 배양된 T. fuciformis KG 103 와 A.
stygium KG 201균이 서로 잘 섞이도록 혼합하여 종균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자체 제작한 파쇄기를 이용하

여골고루섞어서접종원인종균을제조하 다. 

흰목이버섯의 재배최적조건의 고온다습한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흰목이버섯을 최적의 조건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

량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버섯재배 시 국

내에서 많이 사용 되고 구입이 손쉬운 배지들을 사용하여

최적의 혼합비율에 대한 실험으로 최적배지를 선발하여

생산성을높일수있었다.

T. fuciformis KG 103의 재배에 있어 배지 최적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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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ycelial growth of T. fuciformis KG 103 and A. stygium KG 201 on the basal medium at different temperatures.(mm/14 days)

Strain
Temperature (℃)

15 20 25 30 35

T. fuciformis KG 103 3±1 12±2 14±2 11±1 2±1

A. stygium KG 201 43±2 75±2 86±4 70±5 34±2

Radial growth(mm) of colony after 14 days in 9 cm petri-dish and represent the average of five separate cultures for each treatment.

Table 4. Mycelial growth of T. fuciformis KG 103 and A. stygium KG 201 on the basal medium at different pH ranges.
(mm/14 days)

Strain
pH

4.0 5.0 5.5 6.0 7.0 8.0 9.0

T. fuciformis KG 103 13±2 14±1 11±3 7±1 5±1 3±1 2±1

A. stygium KG 201 78±4 86±5 84±3 74±5 46±3 21±2 13±1

Radial growth(mm) of colony after 14 days in 9 cm petri-dish and represent the average of five  separate cultures for each treatment.



하여 주재료 배지선발실험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버

섯재배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배지원료를 위주로 선별 하 으며 비교 실

험 배지재료는 참나무 톱밥, 면실피 (Ting, 1987) 그리고

콘코브를 비교 실험하 다(Table 5). 톱밥, 콘코브 그리고

면실피 중 주재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흰목

이버섯 자실체 생육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결과를 Fig. 12

에 나타내었다. 콘코브가 77%일 때 9.0 ㎝로 가장 좋은 결

과를 보 으며, 참나무 톱밥 과 면실피가 77%일 때 각각

5.0 ㎝, 4.5 ㎝로 생육이 극히 저조 하 다. 콘코브를 주재

료로 사용 하 을 때 가장 월등하게 생장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콘코브 함량을 줄일수록 생육이 저조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면실피를 77%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톱밥과 마찬가지로 자실체 크기가 4.9 ㎝로 저조하 으

나, 콘코브를 혼용 하 을 때는 생육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5). Chang(1997)은 흰목이버섯 재배

시 참나무와 포플라톱밥 등 활엽수 톱밥이 양호하 고 소

나무 톱밥이 가장 저조하 으며 공생균은 아카시나무 톱

밥이 가장 양호하고 오리나무톱밥이 가장 저조하 다고

보고하 다.  

흰목이버섯이 이용하는 탄소원은 주로 유기탄소화합물

로써 celulose, hemicelulose, lignine, pectine, pantotanic

acids, lactic acids, alcholes류 등을 이용한다. glucose,

sacharose등 당류 들은 각종 식물성 원료인 면실피, 활엽

수 톱밥, 콘코브, 사탕수수박 등의 원료에서 온다. 질소성

분은 흰목이버섯 단백질핵산과 효소류를 합성하는 주요원

료이며 기울, 미강, 대두분등 질소화합물에 의해 제공된

다. 참고로 톱밥의 탄소함량은 49.18%이고 질소함량은

0.1% 이며, 초본식물의 C/N율은 30~80:1이며 목본식물

의 C/N율은 200~350:1이다. Chang(1997)이 C/N율이

30:1 일 때 양호 하 으며 10:1 일 때 저조 하 다고 보고

하 다. 흰목이버섯균사가 생장하는데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은 20:1이 적합하며, 자실체 생육 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은 30:1이 적합하다 고 하 다 첨가제로서는 황백당,

석고, 황산마그네슘 등을 0.5~3%를 첨가하여 흰목이버섯

균사와 자실체의 생장발육에 필요한 유기탄소, 산도 조절

그리고 무기염 등 을 공급 해주기 위하여 첨가하 다. 황백

당은 배양액중의 유기 탄소 공급원으로서 균사의 증식과

생장에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배지조합 중 1%를 첨가 하

으며, 석고는 약산성으로 배지의 산염기도를 조절하여 주

고 배지 조합 중 1.5%를 사용하 다. 그리고 황산마그네

슘은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여 균사의 생장

을돕기위하여배지조성에 0.5% 사용하 다. 

Huang(1986)에 의하면 흰목이버섯 종균제조에 쓰이는

주재료로서 활엽수톱밥 79 kg을 혼합한다고 보고하 고,

Ting(1987)은 목화씨 껍질을 이용한 plastic bag재배라는

보고에서 목화씨 껍질 100 kg, 석고 4 kg, 황산마그네슘

0.5 kg, 물 100~120 kg을 혼합한 배지와 목화씨 껍질 50

kg, 분쇄 옥수수속 50 kg, 기울 25 kg, 석고 4 kg, urea

0.4 kg, 물 100~120 kg을 각각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

으며, 중국의 Fujian 지방의 Gutian 지역에서는 목화씨 껍

질을 사용하여 톱밥보다는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한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주 배지원료로는 초본류인

콘코브 및 면실피 등이 버섯생육에 유리함을 본 실험을 통

해서확인할수있었다.

T. fuciformis KG 103와 A. stygium KG 201을 혼합 배

양된 종균을 접종하여 배지수분함량에 따른 생산량을 비

교 하 다. 양생장에 있어서는 수분함량이 다소 낮은 것

이 균사 생장이 빨랐으며 수분농도가 높을수록 균사생장

이 더디었다. 높은 수분농도에서는 균사생장이 느려서 충

분한 균사가 확산되지 않아 배지의 양분을 충분히 이용

하지 못하여 생산량에서 저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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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of yield of fruiting body on various media.

NO Oak sawdust Corn cob Cotton seed meal
Yield

(cm/40day)

1 77 0 0 5.0±1.5

2 52 0 25 7.3±0.5

3 25 0 52 4.5±0.7

4 0 77 0 9.0±2.5

5 0 52 25 8.5±1.2

6 0 25 52 8.0±1.1

7 0 0 77 4.5±0.6

8 25 52 0 8.8±1.1

52 25 0 7.5±0.8

9 25 0 52 8.1±1.2

Yellow sugar(1%), CaSO4·2H2O(1.5%) and MgSO4·7H2O(0.5%) were added to  each treatment.



Table 6을 보면 55%에서 140 g/bottle으로 가장 많은 생

산량을 관찰할 수 있었다. 톱밥 배지의 수분함량이

40~55%에서 21~22 mm/15 day로 균사생장이 양호하

고 60~75%로 비교적 수분이 많을 경우 균사생장이 저

조하 다. Chang(1997)이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Chen과 Hou(1978)에 의하면 배지의 수분은 1차 종균의

경우 건조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50%, 생육배지는

55~60%정도로 조절해야하며 이 같은 수분은 흰목이버섯

균사생장에적당하다고하 다. 

흰목이버섯 균주와 공생균을 수집하고 ITS 5.8S rDNA

sequencing을 하여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 다. Gene

Bank Data homology search 결과 분리된 균의 rDNA 서

열이 이 Tremella fuciformis AF042409의 rDNA 서열

과 99%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함께 분리된

공생균은 같은 방법으로 Annulohhypoxylon stygium 으

로 확인하 다. 분리된 T. fuciformis KG 103과 A.
stygium KG 201 균주는 PD배지에서 각각 14 ㎜/14

days과 85 ㎜/14 days의 균사생육을 나타내었다. T.
fuciformis KG 103 균주의 생육최적온도는 25℃

(14mm/14days) 이었으며, 35℃ 고온과 15℃이하 저온

에서 균사 생장이 억제되었다. A. stygium KG 201은 흰

목이버섯균과 유사한 최적온도를 나타내었다. T.
fuciformis KG 103 균의 생육 최적 pH는 5.0이었으며, A.
stygium KG 201도 pH 5.0에서생육이가장왕성하 다.  

흰목이버섯 종균용 최적 배지로 참나무톱밥 77.5%, 미강

20%, 석고 1.5%, 황백당 1%가 선정되었다. T. fuciformis
KG 103과 A. stygium KG 201혼합 종균을 제조하고 흰

목이버섯 자실체생산을 위한 병속재배 방법을 확립하

다. 콘코브(Corn cob) (77%와 52%)가사용한재료중최

적의 자실체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콘코브 함량을 줄일수

록 생육이 저조하 다. 면실박과 참나무톱밥은 단독 사용

시 생육이 저조하 고, 콘코브를 첨가시 수율이 증대되었

다. 최적수분농도는 55%로결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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