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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의 분류학적 위치는 진균문  

(Eumycota), 담자균아문(Basidiomycotina), 진정담자균강

(Eubasidiomycetes), 모균아강(Hymenomycetidae), 민주

름버섯목 (Aphyllophorales), 꽃송이버섯과(Sparassida-

ceae), 꽃송이버섯속(Sparassis)에 속하며(이와 이; 2000), 근

주심재갈색부후균으로 꽃양배추모양의 버섯이다(Igarashi 

and Takeuchi, 1985; Mao and Jiang, 1993; Kim, 1994).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

아 등에 자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8~10월경에 낙엽

송, 전나무,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의 심재부에서 주로 발생

하는 것으로 한 종만이 보고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2종

이 알려져 있다. 자실체는 물결치는 꽃잎이 모인 것 같은 형

태로 꽃양배추를 닮았고, 크기는 지름과 높이가 10~30cm 

정도 되는 반구형 덩어리이다. 자실체의 색깔은 생육환경

에 따라 다른데, 야생 상태의 버섯은 대개 엷은 황갈색이지

만 인공재배에서 자란 자실체는 습도가 높고 광선이 약하기 

때문에 백색을 띈다.

꽃송이버섯은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버

섯으로 1,3-β-D-glucan의 함량이 다른버섯에 비하여 훨

씬 높으며, 항암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ada 등, 

2002). 꽃송이버섯에 대한 인공재배초기 일본에서는 꽃송이

버섯의 자실체는 후쿠시마(福鳥隆一)가 기술 지도하고 있는 

(주)미나헬스(ミナヘルス)의 군마현(群馬縣), 니이카타현(新

瀉縣), 사이타마현(埼玉縣)의 3개소에서만 병재배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제 61회 일본암학회 총회

에서 동경대학교 오노교수의 꽃송이버섯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 임상사례가 발표되면서 항암효능에 대한 신뢰가 높아

졌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의 미나헬스 외에도 10여개

의 대기업과 연구소들이 꽃송이버섯 연구 및 생산, 제품판매

에 참여 하여 시장이 커가고 있다. 이 버섯은 씹는 맛이 좋고 

송이버섯과 같은 향이 나는 버섯으로 인공재배는 1998년 일

본에서 시작되었다. 꽃송이버섯은 살아있는 낙엽송의 심재

부후병을 야기하는 병원균이므로(김현중 등, 1990) 조심스

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버섯의 재

배를 위하여 균사 생장을 위한 최적요인에 관한 연구(Shim 

등, 1998; 오득실, 2003)가 진행되어 2000년대 초반에 꽃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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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parassis crispa(Cauliflower mushroom) was an edible mushroom that shows remarkably high contents of 1.3-β-Dglucan 
compared to other edible mushroom. The mushroom was known to give high antitumor and immunology activated, and then this 
mushroom was recently cultivated in Japan and Korea. However, cultivation methods ware becoming kept in secret or patents by some 
companies with complicated procedures. And it was not established cultivation methods of Sparassis crispa up to now.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olve the problem by short-log cultivation method of Sparassis crispa. Some factors effecting on the mycelial growth and 
primordial formation of Sparassis crispa were investigated. We could produce the mushroom using short-woods of Larix leptolepis,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and Quercus acutissima. We get to high yield fruit-body on short-log cultivaiton of Pinus rigida. And 
soaking for 8hours in water solution containing 5% uncooked yeast with short-wood of Pinus rigida. The optimal moisture content and 
temperature were 90~95% and 23~2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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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섯 재배와 관련된 특허가 여러 건 등록되었으나, 아직 

재배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실험에 사용한 꽃송이버섯 균주는 표 1과 같이 농촌진흥

청 응용미생물과에서 분양받은 균주와 미국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한 균주 및 국내 자생 꽃

송이버섯균주 등 총 12개 균주를 본 시험에 사용하였다(표 

1). 수집균주는 다음시험을 위하여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평판배지에 접종한 후 25℃ 배양기에서 20일

간 암 배양한 후 사용하였다.

단목준비

꽃송이버섯 단목재배는 야산에 자란 리기다나무를 벌채

하여 꽃송이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하도록 나무를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단목을 준비하기위한 나무의 벌채기는 나무전

체에 70% 정도 잎이 단풍이 든 시기로 10월 중순~11월 상

순이 적합하여, 벌채 후 1~2개월 정도 잎 말리기 작업을 하

였고 보통은 낙엽이 지면서부터 이듬해 1월 하순까지 나무

에 물이 오르기 전에 벌채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주재료토막내기

꽃송이버섯 단목재배의 주재료인 수종은 리기다소나무

와 낙엽송의 단목을 사용하였으며 단목의 크기는 나무의 직

경이 15㎝~20㎝ 내외, 높이는 20~25㎝로 절단한 후, 내열

성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봉투에 준비된 단목

을 담고 121℃, 90분간 고압살균 하고 1일 지난 후 미리 준

비된 액체종균을 사용한다. 

액체종균 준비

꽃송이버섯 액체종균의 기본배지는 감자추출배지를 사

용하였다. 물 10ℓ에 감자껍질을 제거한 생감자 1㎏을 잘

게 썰어 열수추출하고 가는 망사로 걸러서 설탕 200g과 옥

수수가루함량을 15%로 조제 한 후 121℃, 60분간 살균 후 

원균으로 준비된 꽃송이버섯 균을 접종하였다. 접종한 균

은 25℃ 생육온도조건과 빛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

기 주입구에 필터(0.2㎛)를 부착하여 공기투입 장치에 연결

하여 배양하였다.

침지수용액준비

꽃송이버섯의 배양을 보다 빨리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

을 구명하고자 수용액(영양액)을 조제하여 단목을 침수시켰

다. 수용액의 처리는 지하수를 대조구로하고, 생이스트 수

용액 5%, 생이스트 수용액10%, 설탕 5%, 생이스트 5%+설

탕 5%를 준비하여 준비된 단목을 8시간동안 침수하였고, 

처리별로 꽃송이버섯의 균사 배양일과 자실체발생일을 조

사하였다. 단목을 침수 할 때 침수액의 온도상승을 억제하

기위해 외기온도가 25℃이상 상승되지 않게 조절하여 시험

을 수행하였다. 

단목입봉작업

단목을 입봉 하기 위해 봉지를 준비하는데 내열성이 강한 

봉지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를 사용하였다. 단

목의 입봉은 꽃송이버섯을 배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으

로 입봉작업시 봉지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봉을 

하였다. 또한 입봉작업시 봉지의 밑바닥에 상처를 방치하기

위해 부직포를 단목크기의 1/5정도 여유있게 절단하여 봉지

의 밑면에 깔고 단목을 입봉하였으며 입봉 후 봉지의 상단을 

영지 단목재배에 주로 사용하는 마개로 밀봉하였다.

단목살균

단목입봉이 완료되면 살균을 실시하는데 살균온도는 

121℃에서 90분간 유지하였으며 살균기에 입식할 때 바

구니에 6개정도를 담고 봉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였

으며, 단목과 단목이 눌리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단목의 살균이 끝나면 단목을 하온실로 이동하여 꽃송이

버섯의 적정온도가 유지 될 때 까지 유지하였다. 이때 단목

이 들어있는 봉지는 열에 의해 약해져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외기온도와 온도 편차가 너무 차이가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품종의 적정 품온까지 하온시킨 후 다음 작업

을 수행 하였다.

Table 1. List of Sparassis crispa strains using in this study

No. of strains Collection year Geographic origin

SC-1 2001 China

SC-2 2000 Korea

SC-3 2000 Korea

SC-4 2001 Korea

SC-5 2001 Japan

SC-6 2001 Japan

SC-7 2001 Germany

SC-8 2001 Japan

SC-9 2001 Japan

SC-10 2001 Netherlands

SC-11 2001 Poland

SC-12 200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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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꽃송이버섯의 균은 일반버섯과 달리 균의 세력이 약해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꽃송이버섯의 균을 접종하기위해 접

종실의 환경은 무균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접종 하루 전 접종실의 내부에 

UV등을 켜주어 오염을 방지하였다. 꽃송이버섯의 종균접종

은 준비된 균주(Sc12)의 액체종균을 사용하였다. 종균접종방

법은 일반 액체종균을 접종하는 방식인 분사식은 지향하고 

액체종균을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접종하였다. 이유는 꽃송

이버섯의 균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균들이 뭉쳐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어 초기 접종부위부터 균 활력을 유도하였고, 단목

에 접종하는 접종량은 단목당 25~30㎖로 접종하였다.

접종 완료 후 내열성이 강한 봉지인 HDPE(high-density 

polyethylene)의 상단 부분을 기존의 영지마개(스크류식)로 

잘 밀봉하고 봉지의 용적은 단목대비 1/2정도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었다. 

단목배양

꽃송이버섯 배양실 조건은 25℃, 습도는 70%정도를 유

지할 수 있는 배양실에서 실시하였다. 배양실의 관리는 배

양 중 발생될 수 있는 오염균을 신속하게 제거 해주어 배양

실 내의 오염원의 밀도를 낮추고 또한 배양 중 발생 된 배양

목은 신속히 제거 하였다. 

자실체 발생

배양이 완료되면 생육실에서 자실체를 발생 시킨다. 생

육실의 시설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공조시설이 

있어야한다. 단목을 놓은 바닥은 단목을 생육실로 이동하기 

전 미리 물 빠짐이 좋은 유공 비닐을 균상바닥에 설치하였

다. 또한 균상에 단목을 배치 후 초기 자실체를 유도하기위

해 멀칭을 실시하는데 멀칭 소재는 균상 바닥에 설치한 유

공 비닐을 준비하였다. 멀칭을 하기위한 활대는 ⌒의 모양

보다는  ㄷ의 모양으로 균상의 폭에 알맞게 활대를 만들고 

단목을 균상에 배치 후 준비된 활대를 균상에 설치한 다음 

준비된 유공 비닐을 피복하였다. 비닐의 피복 높이는 단목

의 높이의 1.5배정도로 하였다. 초기 꽃송이버섯의 생육조

건은 꽃송이버섯이 고온에서 자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

육실 온도를 초기에 22~23℃로 유지하고, 생육실의 수분은 

95%가 되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종별 이화학적 특성

본시험에 사용된 수종의 이화학적 특성은 (표2) 와 같다. 

먼저 리그닌함량은 적송에서 29.3%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

리나무는 21.4%로 가장 낮았고 낙엽송톱밥과 리기다소나무

톱밥은 비슷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섬유질은 상수리나무

에서 8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기다소나

무는 73.7%로 가장 낮은 경양이었다. C/N비는 상수리나무 

413.6, 낙엽송 210.9, 리기다소나무 169.6, 적송 125.3 순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종별 pH는 참나무6.0으로 조사되었

지만 다른 수종에서는 4~5범위로 비슷한 경양이었다.

Table 2. Comparison of C/N ratio by tree species

Species of trees
Total cellulose

(%)
lignin
(%)

Pentose acid
(%)

Ash content
(%) 

pH
(1:10)

EC
(mS/cm)

C/N
ratio

larix leptolepis 78.3 28.6 5.6 0.11 4.83 0.21 210.9

Pinus rigida 73.7 28.6 13.9 0.28 5.11 0.09 169.6

Pinus thunbergii 77.3 29.3 12.3 0.44 4.33 0.07 125.3

Quercus acutissima 85.0 21.4 18.5 0.85 6.00 0.29 413.6

Table 3. Cultivation condition of Sparassis crispa

Treatment Mycelial growth(mm) Mycelial density Primordial ratio(%)

25℃ 68 +++ 100

28℃ 47 +++ 0

31℃ 49 +++ 0

18℃(7days)→14℃(5days) 60 ++ 78.0

27℃(10days)→17℃(5days) 69 +++ 64.0

13℃(day on)/28℃(day off) 57 +++ 6.0

30℃(day on)/15℃(day off) 58 +++ 68.0

25℃, day off 72 +++ 36.8



19Technical development for the short-log bag cultivation of Sparassis crispa

꽃송이버섯의 자실체 발생 온도 및 광조건

꽃송이버섯의 자실체 발생을 위한 온도조건 및 광 조사

범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온도범위는 25℃조건에서 자실

체 발이율이 100%로 가장 양호 하였다. 다른 처리구인 28, 

31℃에서는 자실체 발생이 되지 않고 균사 생육만 되는 상

태였고 온도처리에서 변화를 주기위해 18℃에서 7일간 배양

하고 14℃에서 5일 생육 조건에서는 발이율이 78%로 조사

되었고 밀도는 저조한 편이였다. 또한 광조사 및 미조사 조

건인 30℃(day)/15℃(night)에서는 균사 밀도는 25℃, 200 

Lux조건과 동일한 결과로 조사 되었지만 발이율은 68%로 저

조한 편이었다. 13℃(day)/28℃(night)의 조건에서는 6%의 

가장 낮은 발이율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의 꽃송이

버섯 단목재배의 자실체 발생조건은 25℃, 200Lux조건에

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얻어 꽃송이버섯의 단목재배의 자실

체 발생조건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수종별 자실체발생

수종에 따른 자실체 발생 정도는 표 4와 같이 리기다소나

무단목에서 생육이 제일 양호하였다. 하지만 균밀도는 낙엽

송과 동일한 경향이었고 꽃송이버섯을 접종하여 자실체 발

생의 초기 단계인 초발이 소요일은 낙엽송 단목이 103일로 

리기다소나무 단목보다 6일정도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적송 단목과 상수리나무 단목은 113일, 117일 정도 

소요되어 단목재배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

고, 발이율은 리기다소나무 단목이 98.1%로 가장 양호하였

지만 상수리나무 단목이 50%로 가장 낮았고 낙엽송단목과 

적송단목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꽃송이버섯의 야생에서

는 일반적으로 낙엽송의 그루터기(석 등 2008)에서 발생되

고 있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단목에서 초발이 소요일과 발이율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조

사되어 꽃송이버섯 단목재배에 적함 한 수종이었다.

꽃송이버섯의 단목종류별 자실체 수량은 표 5에서와 같

이 리기다소나무단목에서 단목당 134.8g이 생산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침엽수종류의 동일한 단목인 낙엽

송, 적송, 상수리나무 단목의 처리구에서 적송과 상수리나

무 단목은 자실체 수량이 각각 45.2g, 45.5g으로 수량이 낮

고, 원래 기주 식물인 낙엽송에서는 126.1g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는 리기다소나무단목이 꽃송이버섯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생각되었다(그림1). 이들의 자실체에 

대한 수분 함량은 85~89%로 수종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Table 4.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n species of trees

Species trees Mycelial density initial pinheading period(days) Fruit body ratio(%)

larix leptolepis ++++ 103 88.4

Pinus rigida ++++ 97 98.1

Pinus thunbergii +++ 113 89.7

Quercus acutissima ++++ 117 50.0

Table 5.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arassis crispa fruiting body by tree species

Species
trees

Yield(g)
Fruit body of 
liquid ratio(%)

Hardness Colorimeter

Fruit body 
weight

dry weight Pileus Stipe l a b

larix leptolepis 126.1 14.5 88.5 261.2 151.4 73.8 -1.0 5.0

Pinus rigida 134.8 14.4 89.3 201.1 158.9 74.8 -0.6 7.6

Pinus thunbergii 45.2 6.8 85.0 170.0 157.2 75.8 -0.9 7.6

Quercus acutissima 45.5 5.3 88.4 158.4 127.0 69.4 -0.5 6.7

larix leptolepis Pinus rigida Pinus hunbergii Quercus acutissima

Fig 1. Fruiting bodies on short-log cultivation of Sparassis crispa. by tre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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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실체 건중량 또한 생체중에 큰 영향

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꽃송이버섯 균 활력을 위한 단목 침지수용액선발

꽃송이버섯의 생육기간을 단축하기위한 연구로 영양원 

처리 결과는 표 6과 같다. 리기다소나무단목을 지하수로 침

지한 처리의 초발이소요일은 107일로 제일 긴 시간이 필요 

하였고, 생이스트 5, 10%를 처리한 리기다소나무단목이 초

발이소요일이 91, 100일로 조사되어 자실체를 발생하기 위

한 영양원은 생이스트 5%를 처리한 것에서 자실체를 발생 

시키는데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판단되었다.

리기다소나무 단목 침지 수용액 처리별 자실체 수량 및 특성

리기다소나무단목의 수용액처리별 꽃송이버섯 자실체 수

량은 표7 에서와 같이 생이스트 5%처리와 생이스트 10%에

서 발이율은 동일하였지만 단목당 수량은 192.1g, 188.3g정

도로 조사되어 이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 결과 

유이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이스트 5%가(그림 2) 침

수용액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하수와 설탕5% 

처리는 단목당 수량이 140.3g, 159.1g로 처리간 차이가 없

었으며, 생이스트5%+설탕5%의 처리는 185.3g정도 수확량

을 보여 처리에 대한 영향이 인정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는 리기다소

나무 단목재배 영양원의 수용액선발은 그림2에서 와 같이 

수량이 가장 양호하고 꽃송이버섯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

한 영양원은 생이스트5%처리를 하였을 때 자실체 발생량

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자실체 내 수분 함량은 

89%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버섯에 비해 

자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자실

체 발생에 많은 수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Effects on several nutrient treatments on the Pinus rigida

Nutrient solution Mycelial density initial pinheading period(days) Fruit body  ratio(%)

Water +++ 107 93.2

5% bioyeast ++++ 91 97.6

10% bioyeast ++++ 100 97.2

5% sucrose +++ 101 95.4

5% bioyeast + 5% sucrose ++++ 101 96.8

Table 7. Yields of fruit-body on short-log cultivation of Sparassis crispa by nutrient 

Nutrient solution
Yield(g) Fruit body of 

liquid ratio
(%)

Hardness Colorimeter

Fruit body 
weights

dry weights Pileus Stipe l a b

Water 140.3ba 15.0 89.3 193.6 151.4 79.4 -0.5 9.7

5% bioyeast 192.1 a 20.7 89.2 261.2 158.9 86.0 -0.4 7.7

10% bioyeast 188.3 a 20.1 89.3 235.1 157.2 83.5 -0.4 9.5

5% sucrose 159.1 b 16.9 89.4 171.5 127.0 79.0 -0.4 9.6

5% bioyeast + 5% sucrose 185.3 a 19.8 89.3 201.7 136.8 80.8 -0.6 10.1

a :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Subsurface Water Bioyeast(5%) Bioyeast(10%) Sucrose(5%) Bioyeast(5%)+Sucrose(5%)

Fig 2. Fruit body on short-log cultivation of Sparassis crispa by nutrien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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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꽃송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1.3-β-Dglucan 함량이 

높은 식용버섯이다. 이 버섯은 면역, 항암효과가 높은 버섯

이며, 일본과 한국에서 최근 재배방법이 개발되었다. 하지

만 재배방법이 대부분 특허 출원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꽃송이버섯의 재배방법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는 꽃

송이버섯의 봉지 단목 재배방법개발하기위해 균사배양 및 

원기형성 조건을 조사하였다. 단목 재배에 사용한 수종으

로는 낙엽송, 해송,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단목을 사용

하였고, 리기다소나무 단목에서 자실체 수량이 가장 양호

하였다.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단목을 생이스트 5%에 8시간

동안 침지하고 생육조건은 온도 및 습도를 각각 90~95%, 

23~25℃처리에서 자실체발생이 가장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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