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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의 배양적 특성 및 자실체 형성에 관한 연구

이원호*·김인엽·고한규·김선철·최선규·노종현·박흥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of fruiting body in 
Lentinula edodes

Won-Ho Lee*, In-Yeop Kim, Han-Gyu Ko, Seon-Cheol Kim, Sun-Gyu Choi,
Jong-Hyun Noh and Heung-Soo Park

Forest Mushroom Research Center, gyeonggi Yeoju 469-803, Korea

ABSTRACT: Lentinula edodes is known by oak mushroom. It has been favored as delicious and nutritious food and the low-
calorie food with a high nutritional value. It is also functional food since it contains a material well-known for its medicinal
benefits. Since the growth and quality of oak mushrooms are sensitively affect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an adequate
environmental control is very essential to improve the yield and quality under protected cultivation. The main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ycelial growth and in vitro fruiting of Lentinula edodes. The optimum culture
media for mycelial growth of L. edodes were PDA and MYA. Similarly, optimum temperature was 25oC. Malt extract(2%) and
yeast extract(0.2%) were optimum carbon and nitrogen sources. Optimal culture period was 110~120 days in sawdust medium.
Mycelial growth in medium(61 mm/7 days) Quercus mongolica extract the most good. Among different five log types, highest
mycelial growth and fruiting productivity were observed in Quercus variabilis sawdust(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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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고버섯은 담자균문(basidiomycota), 구멍장이버섯과

(Polyporaceae) 잣버섯속(Lentinus), 송이과(Tricholomataceae)

표고속(Lentinula)에 속하는 버섯으로 세계적으로 생산량

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버섯이다. 표고버섯은 항암작

용이 있는 다당류의 일종의 Lentinan과 혈중 콜레스테롤

의 함량을 저하시키는 Eritadenine을 포함하고 있으며

(Suzuki and Oshima, 1976; Jong and Birmingham,

1993), 식품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

민 B, 비타민 D, 다당류, 미네랄 등을 포함하고 있다(Lee,

2000).

표고버섯은 농산버섯을 포함하여 버섯 사업 중에서 생

산액 1위, 생산량 4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임산버섯으로

임가의 중요한 소득 작목이다. 이러한 표고버섯의 배양,

생육 및 품질은 배양적 특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Ohiora and Matsumoto, 1984; Joo,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양적 특성을 조사하고 자실체 형성에 알맞은 조건을 조

사하여 안정적이고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시험에서 사용한 품종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

구센터에서 개발하여 보관중인 산조 701호, 참아람, 산조

704호, 산조 707호를 사용하였으며 PDA(Potato Dext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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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배지에 접종하여 15일마다 계대배양하면서 사용하

였다. 

배양적 특성 조사
표고버섯균의 적정기본배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PDA

(Potato Dextrose Agar)를 비롯한 5종의 배지를 이용하였

으며 각각의 배지는 121
o
C, 15psi(1.2 kg/cm

2
)에서 20분간

살균 후 살균된 Petri-dish(직경 9.0 cm)에 15~20 ml씩 분

주하였다. PDA에서 15일간 배양된 균사 선단부분을 직경

7 mm cork borer로 잘라내어 얻은 균사체를 조제한 배지

의 중앙에 접종하였다. 접종된 배지는 25
o
C Incubator에

7일간 배양하여 균사의 생장 및 밀도를 조사하였다.  균사

생육 최적 온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본배지로 선발된 배

지를 이용하여 균사체를 접종 후 15, 20, 25, 30
o
C로 온도

를 달리하여 7일간 배양 후 균사 생장 길이를 측정하였다.

영양원 선발
표고버섯균의 균사생장에 적합한 탄소원을 선발하기 위

하여 MYA(Malt extract Yeast extract Agar)를 기본배지

로 하여 6종의 탄소원 농도를 2%로 탄소량이 되도록 배

지를 조제하였다. 121
o
C, 15psi(1.2 kg/cm

2
)에서 20분간

살균 후 살균된 Petri-dish(직경 9.0 cm)에 15~20 ml씩 분

주하여 조제하였으며, PDA에서 15일간 배양된 균사 선단

부분을 직경 7 mm cork borer로 잘라 낸 다음 조제한 배

지의 중앙에 접종하였다. 접종된 배지는 25
o
C Incubator

에 7일간 배양하여 균사의 생장을 조사하였다.

질소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MYA를 기본배지로 하여 6종

의 질소원 농도를 0.2%로 질소량이 되도록 배지를 조제한

다음 표고버섯균을 접종하여 균사의 생장을 조사하였다.

톱밥배지 제조
기본배지 조성은 참나무톱밥(85%)+미강(15%)+면실피

(5%)+탄산칼슘(0.5%)으로 참나무톱밥, 미강, 영양원은 부

피비 기준이며, 탄산칼슘은 무게비 기준으로 재료를 혼합

하였다. 배지의 수분함량은 55% 내외로 조절하고, 혼합이

완료된 재료는 내열성 비닐봉지에 1.5 kg씩 넣어 100
o
C에

서 300분 상압살균 하였다. 이 후 4
o
C의 냉각실에서 12시

간정도 배지를 하온 시킨 후 무균실에서 미리 배양한 산

조701호 톱밥종균을 배지 상면에 접종하였다. 

수종별 추출액 배지를 이용한 균사생장
수종별 추출액을 이용하여 표고균사 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수종 톱밥을 200 g/L의 양으로 열수추출액을

조제한 후 PDA와 혼합하여 배지를 조제하였다. 시험균을

평판배지에 접종하여 25
o
C 항온기에서 7일간 배양한 후

균사생장을 조사하였다.

배양기간에 따른 버섯 생산량 조사
배양기간을 달리하여 적정 배양기간을 조사하였다. 배

양기간은 배양 100~14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5개 처리

구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처리구별로 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재배하우스로 이동시킨 후 배지상면을 개봉하고

버섯을 발생시켜 재배를 하였다. 비닐 개봉 후 고온·장마

기에는 배지의 갈변촉진작업을 3회(20일 간격)으로 진행

하여 배지의 숙성을 촉진하고, 버섯발생은 총 4주기를 진

행하였다. 

주·야간온도편차가 발생하는 8월 하순경 본격적인 버

섯의 발생작업을 하여 수확을 하였다. 본 발생작업은 24

시간 살수, 배지 뒤집기, 24시간 살수 후 물을 끊고, 2일

후에 배지상면에 발생된 버섯이 보이면 배지를 원위치로

세웠다.

재배수종에 따른 버섯 생산성 검증
표고톱밥배지 주재료인 톱밥의 수종에 따른 버섯발생량

을 비교하여 적합한 수종을 조사하였다. 시험균주는 산조

701호를 사용하였고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밤

나무, 낙엽송을 이용하여 톱밥배지를 조제하였으며 버섯

발생작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양적 특성 조사
표고버섯균의 기본적정 배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PDA를

비롯한 5가지의 배지를 이용한 실험 결과, PDA(Potato

Dextrose Agar)와 MYA(Malt extract Yeast extract Agar)

에서 균사의 생장 및 밀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Table 1).

온도는 25ㅔ에서 균사생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Fig. 1). 담자균문 버섯들의 균사생장이

적합한 온도와 같이 표고버섯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

Table 1. Effect of medium on mycelium growth of Lentinula edodes

Isolate PDA MYA MCM YM GP

Sanjo701ho 63.0a +++b 50.3 +++ 60.8 ++ 46.0 ++ 45.0 ++

Chamaram 62.5 +++ 41.5 ++ 54.5 ++ 42.3 ++ 32.0 ++

Sanjo704ho 69.0 +++ 54.0 +++ 62.5 +++ 47.0 + 42.3 +

Sanjo707ho 64.3 +++ 53.3 +++ 62.0 +++ 45.5 ++ 45.8 ++
a
Colony diameter(mm/7days); 

b
Mycelial density + : thin, ++ : moderate, +++ :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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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5
o
C 이상에서는 균의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장이 정지됨을 확인하였다(Kumada

et al, 1976).

영양원 선발
표고버섯균의 영양원 선발 결과, 탄소원으로는 4가지

균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Malt extract를 첨가한 배

지에서 다른 탄소원을 첨가한 배지보다 더 높은 균사의

생장 및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질소원 선발에서는 Yeast extract를 첨가한 배지

에서 다른 질소원을 첨가한 배지보다 높은 균사생장 및

밀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Fig. 3). 표고버섯균의 영양

원은 다른 담자균 버섯의 영양원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종별 추출액 배지를 이용한 균사생장
수종별 추출액을 이용하여 표고균사 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수종 톱밥을 200 g/L의 양으로 열수추출액을

조제한 후 PDA와 혼합하여 배지를 조제하였다. 시험균을

평판배지에 접종하여 25
o
C 항온기에서 7일간 배양한 후

균사생장을 조사한 결과,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에서는 PDA(대조구)와 같이 생장이 우수하였으나,

낙엽송의 경우 PDA 배지의 영양분이 포함된 배지에서도

생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4). 이는 낙엽송

에는 표고균의 생장을 저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실내시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배양기간에 따른 버섯 생산량 조사
배양기간을 달리하여 적정 배양기간을 조사하였다. 배

양기간은 배양 100~14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5개 처리구

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배양이 완료된 배

Fig.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mycelial growth of L.
edodes.

Fig. 2. Effect of various carbon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of L. edodes.
C : Control (no carbon source), C1 : Malt extract, C2 :
Maltose, C3 : Sucrose, C4 : Soluble starch, C5 : Fructose, C6
: Dextrose

Fig. 3. Effect of various nitrogen sources on the mycelial
growth of L. edodes. 
N : Control (no nitrogen source), N1 : Yeast extract, N2 :
Peptone, N3 : NaNO3, N4 : Ammonium acetate, N5 :
Ammonium tartate, N6 : Soybean flour

Table 2. Effect of culture period on mycelial growth of L. edodes(Sanjo701ho) in incubated at 25oC

Period(days)
Production amount (g/1.5 kg cylindrical) Average weight

(g)
biological efficiency

(%)1st 2nd 3rd 4th Total

100 55 30 170 56 313 20.8 20.8

110 133 45 179 53 410 17.8 27.3

120 160 64 162 33 419 17.4 27.9

130 148 50 153 44 395 16.3 26.3

140 157 47 154 31 389 14.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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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재배하우스로 이동시킨 후 배지상면을 개봉하고 버

섯을 발생시켜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25
o
C에서 배양기간

이 배양 110일, 120일에서 각각 410 g, 419 g(1.5 kg 배지

당)의 우수한 수확량을 보였으며 배양기간 100일에서는 1

주기 버섯생산량이 약 50~70 g으로 비교적 저조하게 나

타나 최소한 배양기간이 100일을 초과하는 것이 버섯수

확량 증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또한

재배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발생한 버섯의 개체중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재배후반으로 갈수록

버섯이 소형화됨을 의미한다. 

재배수종에 따른 버섯 생산성 검증
톱밥수종에 따른 버섯생산량 조사한 결과, 5가지 수종

모두에서 버섯이 발생되어 낙엽송과 같이 침엽수 계열의

나무에서도 표고버섯이 발생되는 결과가 보였으며, 수종

별로는 굴참나무에서 293 g/봉으로 가장 높은 버섯생산성

을 나타내었다. 상수리나무 168 g, 신갈나무 166 g, 밤나

무 152 g으로 굴참나무와 생산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났

으며, 낙엽송의 경우 43 g으로 생산성이 가장 저조하게 나

타났다. 개체중은 참나무와 밤나무에서 23.3~25.8 g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낙엽송은 20.9으로 다

소 저조하였다(Table 3, Fig. 5). 

적 요

표고버섯균의 균사생육에 적합한 배지로는 PDA 배지,

MYA 배지로 조사되었으며 배양환경 조사로 균사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25
o
C롤 나타났다. 영양원 선발 결과 탄소

원은 2%의 농도에서 Malt extract를 사용하였을 때 균사

생장 및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질소원은 0.2%의 농도에

서 Yeast extract를 사용하였을 때 균사생장 및 밀도가 높

게 나타났다.

표고버섯(산조701호)의 수종별 추출액 배지를 이용한

결과,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에서는

PDA(대조구)와 같이 생장이 우수하였다. 배양기간에 따

른 버섯 생산성을 조사 해본 결과, 배양 110일에서 120일

에서 우수한 수확량을 보였다. 재배수종에 따른 생산성은

굴참나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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