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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처리가 꽃송이버섯의 균사배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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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ycelial culture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using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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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result of advenced research, Penicillium growth inhibition effect in media of cauliflower mushroom 
by different LED lighting color inhibited all treated groups, but blue wavelength treatment group was unfitted for 
culture of cauliflower mushroom due to lots of spore of penicillium. So, to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mycelial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according to different LED wavelength and LED wavelength color. As a results, 
all red wavelength treatment groups found highest mycelial growth tendency. Thus, mycelial growth investigated 
different quantity of red lighting wavelength conditions. The quantity of lighting wavelength was low intention, 1.41 
μmol/m2S treatment group found highest mycelial growth. Effects of mycelial growth by subculture found difference 
of statistical in one time to carry out a subculture treatment group. Mycelial growth by different quantity of LED 
lighting in different media composition of wood chip media indicated highest trend in the Korean pine treatment 
groups. To cultured treatment group for 84th days found difference of statistical, when a quantity of LED lighting red 
wavelength 2.11 μmol/m2S treated in wood chip of the Korean pine media.  In conclusion, good culture condition of 
cauliflower mushroom estimated quantity of red lighting wavelength 2.11 μmol/m2S in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for 84th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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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은 균계(Fungi), 담자 균문

(Basidiomycota), 담자균강(Basidiomycetes), 주름 버섯아강

(Agaricomycetidae), 구멍장이버섯목(Polyporales), 꽃송이버섯

과(Sarassidaceae), 꽃송이버섯속(Sparassis)에 속하고 있다. 근
주 심재 갈색부후균으로서 꽃양배추 모양의 버섯이다(Igarashi 
& Takeuchi, 1985; Mao & Jiang, 1993; 김 등, 1994; 이와 이, 
2000; Kirk et al., 2001). 우리나라의 꽃송이버섯은 소나무, 잣
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 침엽수에 발생하고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여름철(7~8월)에 많이 발견되고 9월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오, 2003). 우리나라의 꽃송이버섯에 대한 최초기

록은 1940년에 출간된 선만실용임업편람(鮮滿實用林業便覽)
으로 경기도 광릉에서 버섯이 채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鏑木, 
1940). 꽃송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식용버섯과 달리 활
엽수 원목이나 톱밥보다는 침엽수 그루터기나 침엽수 톱밥을 
이용하여 만든 배지에서 자실체를 형성한다(Lee et al., 2004, 
박 등, 2006). 이러한 특성은 꽃송이버섯 자생지 조사를 통해 침
엽수 절단목 그루터기나 침엽수 생입목뿌리 주변에서 발생된

다고 보고되어진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Ka et al., 2007; 오 등, 
2008). 다른 버섯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자실체의 색깔과 모양, 
포자 및 그 외 미세구조 등의 형태적 형질에 의하여 분류가 이
루어져 왔으나 종내의 지역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

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김, 2000; 남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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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Wang, 2004; Lpez et al., 2006; 서, 2008). 꽃송이버섯은 β
-1,3-glucan 함량이 43.6 g/100 g으로 높아 세포 면역기능이 향
상되어 항암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그 효능은 이미 
입증된바 있다(Ohno et al., 2000; Harada et al., 2002; 하나바이

오텍(주), 2004; Yamamoto et al., 2007). 이는 약용버섯으로 일
반화된 신령버섯보다 3배 이상의 β-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버섯의 성분과 효능은 일본 동경약학대학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NHK 등 매스컴에 발표된 후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

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꽃송이버섯의 균사생

장을 위한 최적요인에 관한 연구(Shim et al., 1998; 오, 2003; 정 
등, 2008)가 진행되어 2000년대에 꽃송이버섯 재배와 관련된 
특허가 여러 건 등록되었으나, 재배 방법이 까다롭고 배양기간

이 길어서 대량재배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
다. 꽃송이버섯은 식·약용이 가능한 버섯으로 최근 인공 재배까

지 가능하게 되어 건강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소재로써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꽃송이버섯은 발견하기 힘들

고 인공 재배의 경우에도 평균 70~80일 배양 기간과 35~45일 
자실체 생육 기간이 소요되며(박 등, 2006), 장기간의 배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재배법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꽃송이버섯 재배에 대한 최근 논문의 경우 고가의 복잡한 시약

을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공정이 복잡하여 일반농가에서 재배

하기는 어려웠으나(가 등, 2007), 꽃송이버섯의 실용적인 재배

방법의 보고(박 등, 2006; 오 등, 2006)처럼 농가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단순한 공정의 꽃송이버섯 재배방

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점차 그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자

들 사이에 대량생산 체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버섯과는 달리 균사생장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서 등, 2005; 오, 
2003; Shim et al., 1998), 배양 초기 푸른곰팡이의 높은 오염율

로 인하여 꽃송이버섯의 재배가 까다로우며, 우리나라 재배환

경에 맞는 우량품종이 개발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인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푸른곰팡이를 억제하고 꽃송

이버섯 균사 배양에 도움이 되는 LED를 이용하여 LED 조명색

과 광량 등에 따른 최적 조건을 확인하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버섯균주는 구례에서 선발된 균주를 전남산

림자원연구소에서 육성한 JF02-06이며, 사용된 푸른곰팡이는 
Trichoderma harzianum으로 경상대학교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균사증식을 위한 기본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감자

한천배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조명장비는 광주소재 
(주) 티앤아이에서 제작해 사용하였다.

방법

선행연구로서 LED 조명처리에 의한 꽃송이버섯균과 푸른

곰팡이균 대치배양시 균사생장 특성의 육안 비교실험을 위하

여 구례에서 선발된 꽃송이버섯균주인 JF02-06과 경상대학교

에서 분양받은 푸른곰팡이균주인 Trichoderma harzianum을 
PDA 배지에서 나란히 대치시킨 후 각각 red (660 nm), green 
(520 nm), blue (450 nm)의 파장범위가 설정된 25±2℃에서 습
도 70% 내외로 유지한 항온기내에서 5일간 대치배양을 실시하

여 이를 육안으로 비교하였다.
LED 조명색이 꽃송이버섯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JF02-06 균주를 4℃로 저온보관하여 별도의 
계대배양 없이 실험에 사용하였다. LED 챔버장치는 각각 red 
(660 nm), purple (450 nm+660 nm), green (520 nm), blue (450 
nm), white로 별도 준비하여 소등조건 없이 조사하였으며, 대조

구는 암배양 처리하였다. 균사생장량 조사를 위하여 PDA 배지

에 x축과 y축을 직각으로 표시한 후 교차점에 균사조직을 이식

하여 25±2℃에서 습도 70% 내외를 유지하여 7일 간격으로 4
주동안 x축과 y축의 균사 생장길이와 치밀도를 조사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LED 광량처리가 평판배지 내에서 꽃송이버섯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30일 전 미리 1회 계대

배양을 거쳐 균사활력을 촉진시킨 JF02-06 균주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LED 챔버장치는 1차 조사에서 가장 양호 균사 생장을 
보인 red 파장에서 1.14 μmol/m2S, 2.11 μmol/m2S, 5.88 μmol/
m2S로 광량 세기별로 각각 조절한 후 별도로 준비하여 소등조

건 없이 계속 조사하였으며, 대조구는 암배양 처리하였다. 상
기의 실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균사생장량 조사를 위하여 
PDA 배지에 x축과 y축을 직각으로 표시한 후 교차점에 균사조

직을 이식하여 25±2℃에서 습도 70% 내외를 유지하여 7일 간
격으로 4주동안 x축과 y축의 균사 생장길이와 치밀도를 조사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시험관 톱밥배지조건에서의 균사생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60일 전 미리 1회 계대배양을 거쳐 균사활력을 촉진시

킨 JF02-06 균주를 사용하여 발효톱밥(낙엽송, 미송)과 옥수수, 
소맥분을 8:1:1 (v/v) 비율로 배지를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배지의 수분은 60±2% 내외로 물엿수용액(brix 16)으로 조
절하여 30 g을 입병하여 25±2℃에서 습도 70% 내외로 유지하

여 red 파장에서 1.14 μmol/m2S, 2.11 μmol/m2S, 5.88 μmol/m2S
로 광량 세기별로 각각 조절한 후 별도로 준비하여 소등조건 없
이 계속 조사하였으며, 대조구는 암배양 처리하였다. 균사 생장

량 조사를 위하여 시험관의 3부위에서 생장길이와 치밀도를 조
사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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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PSS package(ver. 19.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

(paired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에 의하

여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고, 신뢰수준 p<0.05에서 
Duncan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LED 조명색이 꽃송이버섯 배지내 푸른곰팡이 생육억제 효과

선행연구로서 꽃송이버섯 배지내 LED 조명색에 의한 푸른

곰팡이 생육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DA 배지에 꽃송이

버섯균주와 푸른곰팡이균주를 나란히 대치시킨 후 각각의 파
장범위가 설정된 항온기내에서 5일간 대치배양을 실시한 결과

(Fig.7) 배양 2일째 모든 LED 처리구에서 푸른곰팡이균이 초기

배양이 느린 꽃송이버섯균을 에워싸면서 균사생장을 억제하

였다. 그 중 blue (460 nm) 처리구에서 푸른곰팡이균의 포자발

생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blue (460 nm) 파
장이 푸른곰팡이 생장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른 파장인 green(520 nm)과 
red(660 nm)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푸른곰팡이

의 포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꽃송이버섯의 균사생장 또한 발
생되지 않았다. 이는 green과 red 파장이 푸른곰팡이 생육에 적
합하지 않았으나 꽃송이버섯의 균사생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실
험결과를 통하여 꽃송이버섯 배양에 LED를 사용할 경우 blue 
파장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Effect of replacement culture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and penicillium (Trichoderma harzianum) using 
different LED lighting wavelength condition.

blue (460 nm) Green (520 nm) Red (660 nm)

LED 조명색이 꽃송이버섯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

배양 28일 후 LED 파장에 따른 꽃송이버섯의 균사생장 특
성을 조사한 결과 red(660 nm)에서 7.3 cm, red(660 nm)와 
blue(450 nm)의 혼합파장인 purple(450 nm+660 nm)에서 7.1 
cm, control(대조구)인 암배양 처리구에서 6.9 cm로 균사의 생
장이 가장 우수하였다. 상기의 red, purple 파장 처리구와 대조

구 사이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red 파장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white와 blue (450 nm) 파장 처
리구에서 각각 5.4 cm, 5.1 cm의 균사 생장을 나타내어 가장 저
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1). 이는 LED 광의 파장을 달리

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에서 장파장으로 갈수록 총 길이가 길
어지며, 중량 또한 증가하는 경향의 보고와 LED 광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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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배한 느타리버섯에서 자류의 길이와 중량이 적색광에서 
증가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Lee, 2010; 김 등, 2012). 
또한 적색광 조건에서 도라지 유묘의 초장 및 무, 토마토, 상추

의 신장 촉진이 관찰되었으며, 적색광이 식물체의 줄기나 가지

를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Brown et al., 1995; Eun et al., 2000; Tadayoshi, 2008). 본 연구

에서도 적색광에서 균사생육이 우수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경
우, 꽃송이버섯 균사는 높은 파장값의 범위에서 비교적 생장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LED lighting color during culture 
28 days after.

LED lighting color Growth of mycelia (cm)

Green (520 nm) 6.30±0.40b

Red (660 nm) 7.27±0.10c

Blue (450 nm) 5.10±0.14a

Purple (450 nm+660 nm) 7.10±0.03c

White 5.43±1.10a

Control (darkness) 6.88±0.24bc

a-c 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LED 파장 색상별 배양 시간 경과에 따른 꽃송이버섯의 균사

생장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배양 2주 후 3.2 cm의 균사생장을 나
타낸 red (660 nm) 처리구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높은 결
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양 시간의 경과에 따라 red, 
purple, control 처리구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red 처리구에서 배양 3주 후 
5.4 cm, 배양 4주 후 7.3 cm로 높은 결과값을 보이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Table. 2). 이는 상기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파장값의 범위에서 비교적 생장이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LED lighting color during culture 
periods.

LED lighting color
Growth of mycelia (cm)

2 weeks 3 weeks 4 weeks

Green (520 nm) 2.32±0.06b 4.42±0.31c 6.30±0.40b

Red (660 nm) 3.20±0.04d 5.40±0.00d 7.27±0.10c

Blue (450 nm) 1.80±0.03a 3.00±0.03a 5.10±0.14a

Purple 
(450 nm+660 nm) 2.90±0.00c 5.10±0.03d 7.10±0.03c

White 2.47±0.17b 3.65±0.46b 5.43±1.08a

Control (darkness) 2.42±0.32b 5.03±0.08d 6.88±0.24bc

a-d 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LED 광량처리가 꽃송이버섯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

상기의 실험에서 선정된 red 파장 범위에서 광량을 달리하였

을 때, 최적 균사생장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량 세기 조건

을 달리하여 각각 1.41 μmol/m2S, 2.11 μmol/m2S, 5.88 μmol/m2S
로 광량을 차등 조사하여 균사생장을 확인하였다. 꽃송이버섯

의 균사생장 특성은 광량의 세기가 가장 낮은 1.41 μmol/m2S 처
리구에서 8.2 cm로 가장 우수한 균사생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은 광량세기가 중간인 2.11 μmol/m2S에서 7.9 cm의 균사

생장 특성을 나타내었다. 광량 세기가 가장 높은 5.88 μmol/m2S 
처리구에서는 균사생장이 7.6 cm로 나타나 control인 암배양 처
리구의 균사생장 7.5 cm 보다 우수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이와 같이 상기의 결과는 광량의 세기와 균사생장 특
성은 역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사료되었다. 

Table. 3.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different quantity of LED lighting 
wavelength conditions.

Quantity of LED lighting wavelength Growth of mycelia (cm)

Red (1.41 μmol/m2S) 8.20±0.03c

Red (2.11 μmol/m2S) 7.92±0.40b

Red (5.88 μmol/m2S) 7.55±0.03a

Control 7.45±0.00a

a-c 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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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계대배양  실시  여부에  따른  균사생장  특성을 
확인한 결과, 1차 실험군과 2차 실험군의 결과를 통하여 
균사배양조건과 배양기간은 동일하지만 계대배양 실시 여부에 
따라 균사생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전 1회 
계대배양 후 사용했던 2차 실험의 control 처리구는 28일 동안 
7.5 cm의 균사생장을 보인 반면, 저온보관 균주를 계대배양을 
하지 않고 바로 실험에 사용한 control 처리구에서는 28일 
동안 6.9 cm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이상의 
결과에 의하여 계대배양을 실시한 후 균사활력을 촉진시킨 
후 실험하는 것이 균사생장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subculture times.

Subculture time Growth of mycelia

Subculture one time 7.45±0.07*

Control 6.90±0.24

* Significant at p < 0.05 by paired T-test.

낙엽송 처리구와 미송 처리구에서 LED를 조사하지 않은 
control에 비하여 LED red 파장을 광량별로 처리했던 처리구

의 균사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낙엽송 처리

구에 비하여 미송 처리구에서 보다 균사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톱밥배지내 LED 광량별 균사생장은 미송 
red 1.41 μmol/m2S에서 7.4 cm, 낙엽송 red 2.11 μmol/m2S, 미송 
2.11 μmol/m2S, 미송 red 5.88 μmol/m2S에서 7.5 cm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5). 이는 미송 처리구가 LED 광량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과 균사생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사료되었다.

Table 5.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different quantity of LED lighting 
wavelength conditions in different media conditions.

Quantity of LED 
lighting wanvelength

Media conditions
Growth of 

mycelia (cm)

Red (1.41 μmol/m2S)

Wood chip media of larch 7.26±0.20b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7.44±0.24c

Red (2.11 μmol/m2S)

Wood chip media of larch 7.53±0.18c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7.48±0.21c

Red (5.88 μmol/m2S)

Wood chip media of larch 7.20±0.20b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7.51±0.14c

Control 

Wood chip media of larch 6.98±0.18a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7.23±0.57b

a-c 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s test (p<0.05). 

A: wood chip media of larch, B: wood chip media of The Korean 

pine.

Fig. 2.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for different quantity of LED lighting waveleng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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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 톱밥배지에서 LED red 2.11 μmol/m2S 광량을 조사하여 
배양기간에 따라 균사생장을 확인한 결과 배양 77일까지 con-
trol과 미송 LED red 2.11 μmol/m2S 광량을 조사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84일 배양하였을 경우 대조

구에 비하여 높은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Table. 6). 이는 
미송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할 경우 원활한 균사 생장을 위
해서는 84일 이상 배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Table 6.  Effect of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using red wavelength 2.11 μmol/m2S 
for different culture periods.

Periods
The Korean pine Red

(2.11μmol/m2s)
The Korean pine 

control

28 days 1.66±0.21 1.61±0.16

35 days 2.29±0.15 2.25±0.15

42 days 2.98±0.20 2.93±0.15

49 days 3.70±0.26 3.67±0.31

56 days 4.41±0.30 4.38±0.29

63 days 5.06±0.39 5.06±0.40

70 days 5.83±0.46 5.71±0.45

77 days 6.56±0.53 6.43±0.51

84 days 7.48±0.21* 7.23±0.57

* Significant at p < 0.05 by paired T-test.

     

     

Fig. 3.  Mycelia growth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at red (4.08 μmol/m2S) LED lighting wavelength in 
wood chip media of larch and the Korean pine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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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선행연구로서 꽃송이버섯 배지내 LED 조명색에 의한 푸른

곰팡이 생육억제 효과는 모든 처리구에서 생육이 억제되었으

나 blue 처리구에서 푸른곰팡이균의 포자발생량이 매우 높아 
꽃송이버섯 배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양 28
일 후 LED 파장에 따른 꽃송이버섯의 균사생장 특성과 LED 
파장 색상별 배양시간의 경과에 따른 균사생장 특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red 파장 처리구에서 균사생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에 따라 red 파장 범위에서 광량을 달리하여 균사생장 
조건을 확인한 결과, 광량 세기가 낮은 1.41 μmol/m2S 처리구에

서 우수한 균사생장을 나타내었다. 계대배양 실시 여부에 따른 
균사생장 특성에서는 실험 전 1회 계대배양을 실시한 처리구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배지조성을 달리한 톱밥배지

내 LED 광량별 균사생장은 미송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를 미송 톱밥배지에서 LED red 2.11 μmol/m2S의 광
량을 처리하였을 경우 84일 배양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경우 red 파장 2.11 
μmol/m2S 광량에서 84일 이상 미송 톱밥배지에서 배양하는 것
이 꽃송이버섯 배양에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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