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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온도에 따른 잣버섯의 생육특성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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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aim at providing consumers and farmers with various parts of mushrooms through development 
of new mushroom cultivation. For the mass artificial cultivation, we elucidated suitable environment conditions of 
Neolentinus lepideu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efficient cultivation of N. lepideus, temperature 
of mycelial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fruit body were suitable 20~23℃ and 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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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면적은 1995년 이후 증가되지 않고 있
으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재배버섯의 가격하

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수출확대, 가공품개발, 
기능성이용기술 개발 등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 중
이고, 또한 기존 재배버섯과 차별화된 새로운 버섯의 개발로 소
품목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신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새
로운 버섯의 재배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잣버섯은 향기가 우수하고 식미감이 뛰어나 고급식재료로의 
가능성이 인정되며, 기존 버섯시장의 신수요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유망한 품목으로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재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농가에 보급 
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등(2010)은 PCR 다
형성 분석에 의한 한국산 잣버섯의 유전적 다양성 및 유연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집균주들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장 등
(2010)은 잣버섯 재배를 위한 선행조건인 종균제조방법을 개발

하여 액체 및 톱밥종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 봉지

재배를 위한 적합 영양원을 선발하였다(장, 2011). 그러나 자실

체 발생 및 안정생산을 위한 생육환경조건이 구명되어 있지 않
아 적정 생육온도를 구명함으로써 안정재배 생산기반을 조성 
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잣버섯 액체종균 제조

잣버섯 시험품종은 2010년 생산판매신고된『솔향(품종생산

판매신고, 신고번호 09-06-0004.2010)』(김, 2010; 장 등, 2011)을 
사용하였고, 접종원배지는 GPYM (Glucose 10g, Peptone 10g, 
Yeast extract 10g, Malt extract 15g, 증류수 1,000 ㎖) 액체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지량은 100 ㎖/250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121℃, 20분 동안 고압살균을 실시하였다. 배지가 식은 후 페트

리디쉬에서 생장한 잣버섯 균사체를 메스로 2-3 ㎜ 크기로 잘라 
접종한 후 진탕기에서 배양온도 25℃, 150 rpm으로 9일 동안 액
체배양을 실시하였다. 액체종균용 배지로는 대두분 배지를 이
용하였으며, 액체종균 10L 당 0.2mL을 접종하여 통기량 1vvm
으로 25±1℃의 조건에서 9일간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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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버섯 배양봉지 배양

잣버섯 봉지재배에 따른 적정 생육온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액체종균을 미송+옥분(90:10, v/v)에 접종하여 배지를 제조한 
후 21±1℃의 암조건에서 30일간 전배양을 완료한 후 10일간 
후숙배양을 실시하였다.

잣버섯 적정 발이 및 생육온도 구명

균사배양이 완료된 시점에 생육온도 17, 20, 23℃로 설정된 각각

의 생육실에 입상한 후 봉지 상면을 개봉하여 발생을 유도 하였다. 
 각각의 생육실은 상대습도 90±5%, CO2농도 1,500±200ppm

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생육특성은 농촌진흥청 
조사분석기준(2003)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갓색은 색차

계(Minolta CR200, Japan)를 이용하여 L, a, b 값을 측정 하였고, 
대의 물성은 물성분석기(SUN RHEO meter Compac-100D)를 
이용하여 10반복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잣버섯 적정 발이 및 생육온도 구명

생육온도에 따른 수확기 자실체의 갓색을 조사한 결과 명도

값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적색도 및 황색도는 온도가 높을수

록 높아지는 경향이었다(Table 1). 

Table 1.  Effect of growth temperature on the color of pileus 
of Neolentinus lepideus

Growth temperature(°C)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17 83.2aa  7.3c 33.9b

20 84.9a  6.6b 32.5b

23 85.7a 12.7a 54.2a

a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to multiple range test.

느타리버섯 자실체 색차에 있어서는 생육온도가 높아질수록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L)값이 높아져 갓의 색택이 밝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온도가 갓의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윤 등, 2006), 잣버섯의 경우 느타리버

섯에서 보고한 자실체의 명도값과는 달리 적색도와 황색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버섯 종류에 따라 생육온도에 의한 색의 발현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Effect of growth temperature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stipe of Neolentinus lepideus

Growth temperature
(°C)

Hardness
(kg/㎠)

Springness
(%)

Cohesiveness
(%)

Brittleness
(kg)

17  17aba 87a 86a 84b
20 19a 86a 82b 91a
23 15b 84a 81b 67c

a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to multiple range test.

생육온도에 따른 대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2) 17 
및 20℃에서 경도 및 깨짐성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 23℃에서 재
배할 때보다 수확 후 저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윤 등
(2006)에 의하면 느타리버섯의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경도가 높
아진다고 하였는바 본 실험에서 수행한 잣버섯도 23℃처리구 
보다 17 및 20℃에서 경도값이 높게 나타났다. 잣버섯의 생육 온
도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발이유도기 
및 자실체의 발생기간이 빨랐으나 수량은 모두 유의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수량은 20℃에서 가장 높았다(Table 3, 
Fig 1). 

생육온도에 따른 잣버섯 자실체의 갓크기는 생육온도 
20~23℃에서 17℃ 보다 컸고, 대굵기는 17℃에서 가장 굵었다

(Table 4).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대굵기가 얇아지는 경향이었

고, 대길이는 길어지는 경향이었다. 

Table 3. Effect of growth temperature on the growth period and yields of Neolentinus lepideus

Growth 
temperature

(°C)

Formation of 
primordia

(days)

Development of 
fruit body(days)

Total cultivation 
perioda(days)

No. of available 
stipes(No./1kg)

Yields
(g/1kg)

Commercial 
yields

(g/1kg)

17 13 11 54 6.3b 116ab  94b

20 8 9 47 9.8a 118a 105a

23 7 8 45 4.3c 115a  79c

a Period of inoculation day to first harvest day, Incubation period: 30days
b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to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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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growth temperature on properties of fruit 
body in Neolentinus lepideus

Growth 
temperature

(°C)

Diameter 
of 

pileus(mm)

Thickness 
of 

pileus(mm)
Thickness 

of stipe(mm)
Length 

of 
stipe(mm)

17 44.0ba 15.1a 17.2a  86c

20 53.6a 14.2a 15.1b 100b

23 52.0a 14.4a 12.7c 111a

a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윤 등(2006)은 느타리버섯의 생육온도가 높을수록 갓의 두
께는 얇아지고, 대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의 
잣버섯에서도 대길이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갓두께는 
생육온도별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표고버섯 고온계통의 자
실체형성을 위한 최적온도는 17˜20℃인 것(古川, 1992)과 비
교하면 잣버섯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으며, 잣버섯 자실체의 
상품수량은 20℃에서 좋았고, 대의 경도는 17℃와 20℃에서, 
깨짐성은 20℃에서 우수하였다. 따라서, 상품수량과 저장특성

을 고려하여 잣버섯은 20℃에서 재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적   요
잣버섯 생육환경조건 중 생육온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실험

한 결과 생육온도 20℃에서 상품수량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
타 내었으며 다음과 같다. 생육온도에 따른 갓의 명도값은 차이

가 나지 않았으나 적색도 및 황색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

는 경향이었고, 대의 경도 및 깨짐성은 17 및 20℃에서 높았다. 
잣버섯의 생육온도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은 온도가 높을

수록 발이유도기 및 자실체의 발생기간이 빨랐으나 수량은 모
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수량의 경우 20에서 
가장 높았다. 갓크기는 생육온도 20˜23℃에서 17℃ 보다 컸
고, 대굵기는 17℃에서 가장 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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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ical properties in Neolentinus lepideus according to growth temp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