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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uliflower mushroom widely known high concent of β-glucan for farm cultivation invigoration verified characteristics of
mycelia growth, genetic diversity, resistance to Trichoderma by replacement culture with Trichoderma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new
variety crossbleeding strain. The result of replacement culture with Trichoderma for verification resistance about Trichoderma, 6951 (T.
viride) strain did not show special change after formation of confrontation line and 6952 (T. spp.) strain was showed more formation of
spore after formation of confrontation line. But 6426 (T. harzianum) strain found to encroach part of growth area of cauliflower
mushroom mycelia. Among 10 kinds cauliflower mushroom strain, JF02-06 strain collected by Gurye, found did not spore of
Trichoderma and thought to be resistant to Trichoderma. The result of crossbleeding after selected that mother strain good growth and
formation of fruit body, verified good mycelia growth at JF02-47, 49 and 50 strain in Korean pine of wood-chip media. The result of
gene sequence about ITS1, 5.8S and ITS4 for analysis of genetic diversity at crossbleeding strain, found high significance to other
cauliflower mushroom in registered Genebank. The result of growth characteristic of spore and mycelia of cauliflower mushroom by
observation microscope, size of spore showed water drop shape to major axis 6 µm and minor axis 5 µm and clamp showed 3 types in
mycelia. The wide of mycelia was 3 µm. The characteristic of mycelia of cauliflower mushroom found to grow mycelia in clamp at
approximately 50%. The growth speed of mycelia was 0.507 µm/min and 2nd mycelia grown similar speed to mother mycelia at
parallel with mother mycelia after growth speed at 0.082 µm/min. The formation of clamp made small clamp for 5 hours after shown
transfer of electrolyte in mycelia inside. The septum formation started after 3 hours and then finally completed after 2 hours. In this
study, strain of cauliflower mushroom verified resistance of Trichoderma, genetic diversity and characteristic of mycelia growth. Therefore,
basic knowledge of cauliflower mushroom will improve and further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mushroo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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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

기질 및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독특

한 향을 함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식용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Wani et al., 2010). 또한 오래전부터 불로장수의 약

으로 매우 귀한 식품으로 여겨지고 활용되어 왔으며

cholesterol 저하, 항암 및 각종 성인병 등 예방 및 치료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wade et al., 1984). 또

한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단백질, 무기질 및 각종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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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버

섯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ong, 1980).

최근 버섯에 관한 연구로는 버섯의 생물활성에 관한 연구,

버섯류의 항종양활성 및 면역활성 촉진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et al., 1992; Kim et al., 1993;

Yoshioka et al., 1985), 버섯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및 발효식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03; Park et al., 2001).

또한 버섯의 생산단가 절감을 위하여 대체배지의 개발이

나 버섯생육 촉진을 위한 첨가제의 개발과 함께 버섯재배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버섯의 질병 유발 미생물 생육억제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1997; Ryu et al., 1996). 버섯의 질병 발생은 다양한 오염

균주로 인하여 버섯 생산량의 감소, 품질저하 등을 일으

키고 심한 경우 폐농에 이르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Healey & Harvey, 1989; Wells et al., 1996).

버섯을 재배함에 있어서 심각한 질병의 원인균으로 밝

혀진 Trichoderma 속은 1974년 Person에 의해 처음 분류

학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주위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쉽게

분리되고 배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each, 1937).

1985년 북아일랜드의 엄청난 버섯재배 피해로 인해

Trichoderma harzianum이 가장 위험한 종류로 밝혀졌으

며(Doyle et al. 1991), 이로 인해 T. harzianum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분류학적 연구로

인해 T. harzianum이 여러 texa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단 한가지만이 푸른곰팡이 병의 주된 원인균으로 작용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eaby, 1987, 1996; Ospina-

Giraldo et al. 1999). 또한 1953년 Sinden과 Hauser는

Trichoderma 종이 양송이버섯 생산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수확 감소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원인으로

이들이 갖는 다른 곰팡이에 대한 포식능력 때문임을 확인

하였다.

특히, 푸른곰팡이의 오염에 취약한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은 한국, 일본, 중국, 북미, 유럽, 호주 등에 분포하

고 있는 식용 버섯으로 자실체는 주로 5~9월에 살아있는

침엽수의 뿌리 근처 줄기 혹은 그루터기에 뭉쳐서 양배추

처럼 발생하며 주로 7월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Oh et al.,

2009). 꽃송이버섯이 β-glucan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

이 알려지면서 인공재배 및 기능성 물질 추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Oh, 2003). 또한 꽃송이버섯은 β-

1,3-glucan의 함량이 다른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암

효과(Harada et al., 2002), 항종양(Ohno et al., 2000), 항전

이(Yamamoto et al., 2009), 항염증(Kim et al., 2012), 항당

뇨(Kwon et al., 2009), 혈압조절(Yoshitomi et al., 2011) 및

미백작용(Kawagishi et al., 2007)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sparassol

(methyl-2-hydroxy-4-methoxy-6-methyl-benzoate)과 같은 항

균성 대사물질(antifungal metabolite)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parassol은 인간의 질병 치료제와 엽병

(leaf stalk)의 방제용으로 연구되고 있다(Woodward et

al., 1993).

현재 꽃송이버섯의 제품 개발은 주로 일본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꽃송이버섯 자실체의 분말 또

는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환, 액상 및 과립 형태의 건

강기능식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일

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제품이다. 최근 국내업체에

서도 꽃송이버섯 건강기능식품과 꽃송이버섯 추출물을 부

원료로 첨가한 홍삼과 발효유 등의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시판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의 꽃송이버섯 가공품 이용기

술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꽃송이버섯을

경제성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꽃송이버섯의 유효성분인 식이섬유와 β-glucan의 효율적

인 추출방법과 추출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잔사

(residues)를 소재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제품화

기술과는 차별화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임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꽃송이버섯의 푸른곰팡이 저항성

및 균사 생장 특성을 확인하고, 교잡육종을 통한 교잡균

주의 유전다양성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균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여 꽃송이버섯 재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버섯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푸른곰팡이 대치배양에 의한 꽃송이버섯 균사 생장 특성
푸른곰팡이가 꽃송이버섯 균사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푸른곰팡이 균주와 꽃송이버섯과의 대치배

양을 통하여 균사배양 특성을 조사하였다. 경상대학교 산

림자원학과에서 분양받은 푸른곰팡이 공시균주 6951(T.

viride), 6426(T. harzianum) 등 2개 균주와 본소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푸른곰팡이균 6952(T. viride)를 자체수집

하여 본 실험에 대치배양 균주로 사용하였다. 푸른곰팡이

균주와 대치배양에 사용할 꽃송이버섯 균주는 우량균주로

자체 선발한 10개 균주(JF02-06, 12, 15, 17, 26, 27, 29,

36, 41, 42)를 공시균주로 사용하였다.

교잡육종 균주의 생장 특성
꽃송이버섯 교잡육종은 모균주인 8균주(JF02-06, 08,

12, 15, 17, 20, 36, 41)를 이용하여 자실체 발생을 유도

한 뒤 포자채취를 실시하였다(Fig. 1). 채취한 포자는 10
-1

~ 10
-10

 농도로 희석하여 접종한 후 단포자를 새로운 배지

에 이식하여 23±2
o
C에서 10일간 1핵균사 배양을 유도하

여 교잡육종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포자 확인은 광학현미

경 검경을 통해 꺽쇠 형성유무를 확인하였다. 꺽쇠 형성

유무를 확인한 균주의 1핵균사 및 2핵균사를 이용하여

Mono-mono (JF02-06×08) 교잡과 Di-mon (JF02-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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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 36, 17, 15×JF02-06) 교잡방법을 사용하여 9개

균주(JF02-45, JF02-46, JF02-47, JF02-48, JF02-49, JF02-

50, JF02-51, JF02-52, JF02-53)를 개발하였다(Table 1).

개발균주는 potato dextrose agar (PDA) 배지에서의 균

사생장량을 기본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9개 개발균주의

균사를 cork borer (4 mm)로 떼어 내어 무균 접종하여

배양하였으며, 배양조건은 온도 25
o
C에서 25일간 인큐베

이터에서 항온배양하면서 2, 4, 5주 간격으로 균주별 균

사생장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농가 실증재배를 위한 톱

밥배지에서의 균사생장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균사생장

및 버섯발생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미송과 낙엽송 일반발

효, 낙엽송 기계발효 톱밥배지에 소맥분과 옥수수를

(8:1:1) 첨가한 다음 수분을 60% 내외로 조절하여 시험

관배지에 30 g씩 5반복으로 입병하여 121
o
C에서 45분동

안 고압살균 후 9개 균주를 접종, 온도 25±2
o
C, 습도

70% 내외의 조건하에 항온 배양하여 95일후 균사생장량

을 조사하였다.

교잡육종 균주의 유전 다양성
교잡육종된 개발균주와 모균주의 유전다양성을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먼저 genomic DNA를 분리하기 위하여 PDA 배

지상에 배양균 균사를 protein lysis buffer (SDS 3%, EDTA

50 mM, Tris-HCl (pH 7.2) 50 mM, 2-mercaptoethanol

1%)를 첨가하여 마쇄하였다. 현탁액을 1.5 mL tube에 넣

어 항온수조에서 65
o
C에서 45분간 반응한 후, 4

o
C에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어

진 상층액에 같은 양의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

(25:24:1)을 넣어 잘 섞고, 다시 4
o
C에서 1,200×g으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에 같

은 양의 Chloroform:isoamylalcohol (24:1)을 넣어 잘 섞

고, 다시 4
o
C에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에 3 M sodium acetate를 첨가

한 후 70%에 해당하는 양의 isopropanol을 넣어 실온에서

20분간 침강시킨 후, 4
o
C에서 1,200×g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pellet에 70% ethanol 1 mL를 넣어 1회 세척하

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pellet을 멸균증류수 100 µL에 녹

여 DNA 농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DNA는 -20
o
C에 보관하

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DNA를 대상으로 ITS 영역을 증폭하기

위하여 White 등(1990)에 의해 보고된 ITS 영역 증폭

primer인 ITS1과 ITS4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를 실시

하였다(Fig. 2, Table 2).

PCR 조건은 50-100 ng/µL total DNA, 1× PCR buffer

(50 mM KCl, 10 mM Tris-HCl, pH 8.3), 2.0 mM MgCl2,

0.5 mM forward primer, 0.5 mM reverse primer, 각

200 µM 씩의 dNTPs, 1U AmpliTaq Gold DNA

polymerase (Perkin-Elmer)를 넣고, 최종 volume을 멸균

증류수로 30 µL가 되게 맞추었다(Table 3).

반응 조건은 먼저 denaturation을 95
o
C에서 10분간 행

한 후, denaturation을 94
o
C에서 30초, annealing 55

o
C에

서 30초, extention은 72
o
C에서 1분으로 35회 반응시킨

후 마지막 extention은 10분간 하였으며(Table 4), 각 PCR

Fig. 1. Spore collection from fruit-body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Table 1. Mono-mono and Di-mon crossbreeding using parent
strain

Crossbreeding 
strain

Monocaryon 
(n)

Monocaryon 
(n)

Dicaryon
(2n)

JF02-45 JF02-06 JF02-12

JF02-46 JF02-06 JF02-08

JF02-47 JF02-06 JF02-41

JF02-48 JF02-06 JF02-20

JF02-49 JF02-06 JF02-36

JF02-50 JF02-06 JF02-17

JF02-51 JF02-06 JF02-15

JF02-52 JF02-08 JF02-15

JF02-53 JF02-08 JF02-17

Fig. 2. A structure of rRNA gene cluster of higher fungi and
primer design for PCR amplification and sequencing of ITS
region used in this study.

Table 2. Sequence of ITS1 and ITS4 primer pair used in this
study

Primer Sequence (5'-3') Stand

ITS-1 TCCGTAGGTGAACCTGCGC Forward

ITS-4 TCCTCCGCTTATTGATATGC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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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은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DNA band를 확인하였다.

ITS 유전자 영역인 18S, 5.8S 그리고 26S 유전자의 염

기서열을 밝히기 위하여 ITS1/ITS4 primer pairs에 의해

증폭된 PCR 산물 (약 600 bp)을 direct sequence을 수행

하기 위해 Sanger 등의 dideoxy chain termin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ABI 373 automated sequencer

로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계통분류를 위한 16S rRNA

유전자 부위의 염기서열은 GeneBank database, DNAsis

및 Genetys Ver. 4.0을 이용하여 계통간 분류를 하였다.

교잡육종 균주의 포자 및 균사형태 확인
꽃송이버섯의 포자 및 균사형태를 확인하고자 예비 병

재배 실험을 통해 자실체 발생이 양호했던 교잡균주인 꽃

송이버섯(JF02-45,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육성)을 약 24시

간 동안 포자를 받아 포자문을 확인하였으며, 수집된 포자

를 홀슬라이드글라스에 락토페놀코튼블루용액(lactophenol

cotton blue solution)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위상차광학현

미경(Leica DM 2500)을 400×(대물렌즈 40×, 접안렌즈

10×), 1000×(대물렌즈 100×, 접안렌즈 10×) 배율로 관찰

하였다. 자실체는 포자문을 확인하고 남은 자실체 부분을

면도칼로 절단한 후 70% 에틸알콜과 물에 각각 3분씩

2~3회 반복 침지하여 수세한 다음 락토페놀코튼블루용액

으로 고정하여 위상차광학현미경에서 400×, 1000× 배율

로 관찰하였다. 균사는 위상차도립현미경(Leica DM IL

LED)을 이용하여 생장 중에 관찰한 후 위상차광학현미경

으로 표본을 만들었다.

균사 생장 및 꺽쇠연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상차

도립현미경을 이용하여 200×(대물렌즈 20×, 접안렌즈

10×)로 5분 간격으로 관찰한 다음 꺽쇠형성 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400×(대물렌즈 40×, 접안

렌즈 10×)로 10분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푸른곰팡이 대치배양에 의한 꽃송이버섯 균사 생장 특성
일반적으로 꽃송이버섯 배양시 발생되는 대부분의 푸른

곰팡이 오염은 살균미숙보다는 배양실 내부의 잡균에 의

하여 배양실에서 오염되는 특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꽃

송이버섯 재배시 푸른곰팡이에 비교적 내성이 강한 꽃송

이버섯 균주를 선발하고 재배현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푸른곰팡이 균주를 파악하고자 대치배양을 실시하였다.

먼저 꽃송이버섯 10개 균주를 20일전에 PDA (Potato

Dextrose Agar) 배지 좌측에 접종하여 25
o
C에서 20일간

항온배양을 실시하였다. 그 후 우측에 서로 다른 3개의

푸른곰팡이 균주를 각각 접종하여 20일 동안 대치배양을

실시하였다.

대치배양 3일 후 각 푸른곰팡이 균주별로 균사생장 속

도가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6426 (T. harzianum)

균주의 생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자체 보유 균주인 6952 (T. spp.) 균주에서 포자 형

성 속도가 빠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대치배양 10일 후에는 6951 (T. viride) 균주에서 꽃송

이버섯 균사와 푸른곰팡이 균사 사이에 약간의 균사 생장

억제 효과만 나타날 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6952

(T. spp.) 균주에서는 초기보다 더 많은 포자를 형성하였

으며 전체적으로 꽃송이버섯 균사의 생장을 저해하였다.

6426 (T. harzianum) 군주에서는 뚜렷한 대치선을 형성하

면서 포자를 형성하였으며, 이미 꽃송이버섯 균사가 생장

한 부분까지 푸른곰팡이 균사의 생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치배양 20일 후에는 6951 (T. viride) 균주에서는 대

치선을 형성한 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꽃송이버섯 균주에서 대치배양 후 길항물질을 형성(갈변)

하여 배지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6952 (T. spp.) 균주에서도 6951 (T. viride) 균주

와 마찬가지로 대치선을 형성한 후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보다 많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치선 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길항물질과 대치선 부분의

백색 형성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상기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6426 (T. harzianum)

균주에서는 대치선을 형성한 후 푸른곰팡이 균사와 포자

가 꽃송이버섯 균사를 침해하여 꽃송이버섯 균사가 생장

Table 3. PCR protocol for DNA amplification in this study

Ingredient Reaction mixture (µL)

Total DNA solution 1.5

10x Ex Taq buffer 3

dNTP Mixture (2.5 mM each) 1.5

ITS1 1.5

ITS4 1.5

Ex Taq 0.2

Sterile distilled water 20.8

Total volume 30

Table 4. PCR conditions for 18S, ITS1, 5.8S, ITS4 and 28S
gene amplification

Cycle Condition

First cycle  Denaturation for 5 min. at 95oC

35 cycles

 Denaturation for 30 sec. at 96oC

Annealing for 30 sec. at 55oC

Extension for 1 min. at 72oC

Last cycle Extension for 7 min. at 72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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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부분까지 모두 덮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이하게도 10개 균주 중 구례에서 채집선발한 균

주인 JF02-06 균주에서는 비교적 다른 균주에 비하여 푸

른곰팡이가 포자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JF02-06 균주는 다

른 꽃송이버섯 균주에 비하여 6426 (T. harzianum) 균주

에 저항성을 다소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3). 대치

배양 20일 후의 균사 생장 면적은 Table 5와 같이 6951

(T. viride) 균주와 6952 (T. spp.) 균주에서 JF02-41 균주

의 균사 생장 면적은 각각 38.84 cm와 36.69 cm로 유의

적으로 가장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나, 6426 (T.

harzianum) 균주에서는 JF02-41 균주의 저항성을 확인하

지 못하였다.

교잡육종 균주의 생장 특성
생장 및 자실체 발생이 우수한 모균주를 선발하여 교잡

을 실시한 교잡균주의 생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DA

배지에서 균사생장량을 조사한 결과(Table 6), 배양 5주

Fig. 3. The scene of replacement culture for 3, 10 and 20 days.

Table 5. The comparison of growth area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and Trichoderma (T. viride, T. spp. and T. harzianum)
after replacement culture completion for 20 days

(Unit: cm)

Strain
6951 6952 6426

T. viride S. latifolia T. spp. S. latifolia T. harzianum S. latifolia

JF02-06 20.54±0.12e 34.84±0.12f 23.18±0.12b 32.20±0.12h 54.63±0.07 0.75±0.07

JF02-12 21.22±0.17f 34.16±0.17e 36.86±0.21h 18.52±0.21b 55.38±0.00 0

JF02-15 18.91±0.08c 36.47±0.08h 27.22±0.10d 28.16±0.10f 55.38±0.00 0

JF02-17 29.29±0.06i 26.09±0.06b 38.23±0.17i 17.15±0.17a 55.38±0.00 0

JF02-26 31.35±0.13j 24.04±0.13a 28.81±0.06e 26.57±0.06e 55.38±0.00 0

JF02-27 23.66±0.07g 31.73±0.07d 29.07±0.06f 26.32±0.06d 55.38±0.00 0

JF02-29 25.82±0.03h 29.56±0.03c 25.03±0.08c 30.35±0.08g 55.38±0.00 0

JF02-36 19.22±0.07d 36.16±0.07g 27.07±0.09d 28.31±0.09f 55.38±0.00 0

JF02-41 16.54±0.13a 38.84±0.13j 18.69±0.02a 36.69±0.02i 55.38±0.00 0

JF02-42 18.70±0.09b 36.69±0.09i 29.31±0.11g 26.07±0.11c 55.38±0.00 0
a-j 

Value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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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PDA 배지에서 균사생장량은 JF02-47 균주와 JF02-50

균주의 균사생장량이 8.0 cm, 7.8 cm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균사생장량을 보였으나, JF02-47 균주의 균사생장량

이 8.0 cm로 가장 우수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톱밥배지에서 균사생장량을 조사한 결과(Table 7),

JF02-47, JF02-49, JF02-50 균주에서 유의적으로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 톱밥배지의 종류에 따른 꽃송이버섯 교잡

균주의 균사생장량은 미송 톱밥배지에서 유의적으로 우수

한 균사생장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DA 배지와 톱밥배지에서의 균사생장은 모두

JF02-47 균주가 우수하였다.

교잡육종 균주의 유전 다양성
꽃송이버섯 교잡균주에 대하여 rDNA 영역 중 18S,

5.8S 그리고 26S 영역의 증폭 primer인 ITS1+ITS4를 이

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PCR의 산물은 약 600 bp 부

근에서 성공적으로 증폭되었다(Fig. 4). 이렇게 얻어진

PCR 산물을 PCR Purification Kit (Bioneer)를 사용하여

정제한 후 염기서열 분석기관(Macrogen Co.)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얻었다.

꽃송이버섯 교잡균주의 ITS1, 5.8S 그리고 ITS4 영역에

Table 6. The comparison of mycelia growth rate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crossbreeding strain in
PDA for culture periods

(Unit: cm)

Crossbreeding 
strain

Culture periods

2 weeks 4 weeks 5 weeks

JF02-45 2.5±0.1d 6.1±0.2c 6.9±0.4b

JF02-46 1.6±0.1a 4.5±0.1a 6.1±0.1a

JF02-47 2.5±0.2cd 6.7±0.3d 8.0±0.0e

JF02-48 2.5±0.1cd 6.2±0.3c 7.1±0.1c

JF02-49 2.3±0.1bc 6.2±0.3c 7.1±0.4cd

JF02-50 2.3±0.1bc 6.8±0.2d 7.8±0.1e

JF02-51 2.4±0.1bcd 5.7±0.1b 7.0±0.2bc

JF02-52 2.5±0.1cd 6.2±0.2c 7.2±0.3cd

JF02-53 2.2±0.3b 6.5±0.2d 7.4±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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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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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comparison of mycelia growth rate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crossbreeding strain in
wood-chip media for 95 days

(Unit: cm)

Crossbreeding 
strain

Wood-chip media

Korean pine Fermented larch
Mechanical

fermented larch

JF02-45 B9.3±0.4c A8.4±0.2cd B9.5±0.4de

JF02-46 B8.0±0.6a A6.1±0.5a A5.5±0.3a

JF02-47 B11.0±0.0e A9.7±0.2f A9.9±0.3e

JF02-48 B10.4±0.4d A8.8±0.2de A8.6±1.2c

JF02-49 C11.0±0.0e B9.3±0.2ef A10.0±0.3e

JF02-50 B11.0±0.0e A9.6±0.3f A9.9±0.5e

JF02-51 ND8.5±0.1b 7.7±1.0b 7.6±0.9b

JF02-52 B9.2±0.5c A7.9±0.2bc B8.9±0.2cd

JF02-53 B9.4±0.3c A7.9±0.6bc B9.0±0.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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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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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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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s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4. A garose gel electrophoresis patterns of PCR amplified
ITS1 and ITS4 gene of Sparassis latifolia. M: 100 bp DNA
ladder.

Fig. 5. Dendrogram based on a comparison of ITS region
sequences from Sparassis latifolia. 
*The branch pattern was generated neighbor-joining method.
The number at the mode indicates the levels of bootsrap
support based on a neighbor-joining analysis of 1,000
resampled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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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약 600 nt의 염기서열을

얻었으며, NCBI GeneBank 및 DNAsis Ver. 2.0 program

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통간 높

은 유의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JF02-48과는

유전적으로 다소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enebank data base의 다른 균주들과의 비교분석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꽃송이버섯 균주와 100%의 유의성을

보여 지금까지 Genebank에 등록된 꽃송이버섯 균주와 높

은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s. 4-6)

교잡육종 균주의 포자 및 균사형태 확인
사전 예비배양을 통하여 자실체 발생이 비교적 우수한

꽃송이버섯 교잡균주(JF02-45)를 대상으로 포자 및 균사

형태를 확인하였다. 꽃송이버섯의 포자문은 흰색으로 버

섯의 모양에 따라 불특정한 모양으로 낙하하였는데, 이는

꽃송이버섯 자실체의 일부분을 절단하면 카네이션 또는

은행잎 모양으로 절단되며 대부분의 포자가 자실체 끝부

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포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또한 담자기는 4개의 소병을 가지며 4

개의 소병은 담자기 끝에서 바깥으로 도드라지게 휘어졌

다가 안쪽으로 살짝 휘는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꺽쇠연결

체는 중앙에 관공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2가지 타입

이 보이며, 꺽쇠의 격막은 꺽쇠 중앙에서 수직으로 발생

된다. 또한 꺽쇠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균

사는 꺽쇠에서 격막이 나누어지는 경우와 나누어지지 않

는 경우, 꺽쇠 바로 옆에서 발생되어지는 경우의 총 3가

지 형태로 발생된다(Fig. 8)

꽃송이버섯 포자는 광학현미경(400×)으로 관찰할 경우

포자의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포자의 모양

이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A,

9C와 같이 포자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 거의 일률적으로

장경 6 µm, 단경 5 µm로 확인되었으며, 타원형의 포자 장

경에 뾰족한 부분이 관찰되었고 그 부분에서 발아관이 형

성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포자를 24시간동안 페

Fig. 6. Phylogenic tree of ITS region gene sequence
constructed by DNAsis ver. 2.0 and GeneBank database.

Fig. 7. The sporeprinting for 24 hours.

Fig. 8. The diagram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and basidium.

Fig. 9. The picture of spore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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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디쉬에 낙하 후 즉시 도립 DIC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Fig. 9B와 같이 포자끼리 뭉쳐있으려는 성질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멸균수를 이용하여 뭉쳐있는 포

자가 분리되는지 확인한 결과 Fig. 9D와 같이 대부분의

포자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9). 그러나 멸균수

가 증발되고 나면 바로 다시 포자들끼리 뭉치는 것이 확

인되어 꽃송이버섯 포자는 일반상태에서 결합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꽃송이버섯은 다른 일반적인 버섯처럼 담자기가 갓의

하면 주름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실체가 주름이 없

고 밋밋한 민주름버섯목에 해당되는 버섯으로 담자기는

자실체의 바깥 부분의 Gill에 주로 위치하므로 Gill 부분

을 취하여 광학 DIC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4개의 소병

을 가진 담자기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소병은 바깥으로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각 소병에 포자가 맺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10).

꽃송이버섯의 자실체가 얇고 휘어짐이 강하고 물러지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이를 횡단면으로 잘라서 자실체 내부

골격균사를 관찰한 결과, 자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균사가

짧고 도드라져 있는 모습으로 관찰되어 골격균사가 자실

체를 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꽃송이버섯 담

자기 시스티디아(cystidia)는 끝이 둥근 모습으로 확인되

었다(Fig. 11).

교잡균주(JF02-45) 균사의 현미경 관찰 결과 균사의 폭

은 약 3 µm로 확인되었으며 2핵균사의 특징인 꺽쇠연결

이 관찰되었다. 도한 꽃송이버섯 균사의 특징인 꺽쇠연결

부위에서 균사가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가로 300 µm 길이 안에 약 5~30개의 꺽쇠가

확인되었다. 앞서 기술한 것과는 특이하게 꽃송이버섯의

모든 꺽쇠에서 균사가 뻗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균

사에서는 다른 버섯류와 동일하게 꺽쇠에서 균사가 뻗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약 50% 정도

였다. 그리고 꺽쇠 내 격막의 형태는 꺽쇠에 관공이 보이

는 것의 경우에는 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로 직각을

이루었으나 관공이 없는 꺽쇠의 경우에는 Y형 또는 각이

진 C형으로 구별되었다(Fig. 12A). 또한 꺽쇠가 많이 관

찰되는 경우에는 특이하게 꺽쇠가 형성된 후 꺽쇠에서 새

로운 균사가 뻗어나가면서 바로 다시 꺽쇠를 형성하는 것

이 확인되어 인상적이었다(Fig. 12B).

꽃송이버섯 균사의 꺽쇠 모양은 2차 균사의 특징인 꺽

쇠가 많이 관찰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꺽쇠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꺽쇠의 관공 유무로 구분할 수 있었으

며, 또한 꺽쇠 모양에 따라 격막의 형태로 다르게 형성되

었는데 관공이 있는 것은 직각으로, 관공이 없이 밋밋한

것은 Y형과 C형으로 관찰되었는데 C형의 격막이 있는

꺽쇠가 주를 이루었다(Fig. 13).

꽃송이버섯 균사의 격쇄에서 발생되는 균사의 형태는

꺽쇠의 모양과 격막의 형태와 구분없이 꺽쇠에서 뻗어나

가는 균사는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꺽쇠와 균

사 사이에 격막이 없이 균사가 뻗어나가는 경우와 꺽쇠와

균사 사이에 격막을 형성하면서 균사가 뻗어나가는 경우,

그리고 꺽쇠에서 생기지는 않지만 꺽쇠와 균사 사이에 붙

어서 뻗어나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꺽쇠에서 균사가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Fig. 10. The basidium of cauliflower mushroom (S. latifolia)
using optical microscope (1000x).

Fig. 12. The connecting of clamp and growth of mycelia in
PDA media using inverted microscope (400x).

Fig. 11. The mycelia of fruit-body using optical microscope
(4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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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배지 위에서 생장하는 균사의 선단 끝은 평균

0.507 µm/min의 속도로 생장하며, 꺽쇠의 연결 부위에서

발생되어지는 균사는 0.082 µm/min의 속도로 생장하다가

선단이 휘어지면서 자라는 속도와 동일해진다. 꺽쇠의 연

결이 시작되는 시점은 선단이 지나간 약 5시간 후에 발생

되어지기 시작하며, 균사의 끝이 완전히 휘어진 후 균사

가 팽창한 후 격막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꺽쇠의

연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또

한 균사에서 꺽쇠가 완성되기까지는 균사가 지나간 후 약

13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균사 생장 속

도 측정(50분)은 페트리디쉬에서 생장하고 있는 균사의

선단부분을 도립 DIC 현미경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하

여 3개의 균사 선단 부분을 선택하여 생장량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평균 생장량은 0.507 µm/min으로 24시간 동

안 0.73 mm 생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5).

꽃송이버섯의 꺽쇠에서 나온 2차 균사의 생장 속도를 측

정(50분)한 결과 선단균사는 0.507 µm/min의 속도로 생장

한 반면 꺽쇠에서 나온 2차 균사는 0.082 µm/min의 속도

로 생장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선단균사와 비슷

한 속도로 생장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찰

한 결과 꺽쇠에서 나온 2차 균사는 모균사와 평행으로 자

라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회전을 하게 되므

로 회전을 하는 동안에는 균사가 매우 느리게 옆으로 생장

하다가 선단과 같이 평행으로 생장할 때는 앞으로 나가면

서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6).

또한 꺽쇠 발생 과정과 소요시간을 확인한 결과, 꺽쇠

발생은 균사 생장 후 약 5시간 동안 균사 내부 전해질의

이동이 관찰되다가 특이 전해질의 이동이 확인되면서 볼

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의 작은 꺽쇠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꺽쇠 내부 격막의 형성 시작은 작은 꺽쇠

Fig. 13. The different pore forms of connecting of clamp and septum forms using inverted microscope (400x).

Fig. 14. The growth forms of mycelia in clamp using inverted microscope (400x).

Fig. 15. Measurement growth of mycelia using inverted microscope (4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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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된 후 약 3시간이 흐른 뒤 꺽쇠의 발생이 시작되

는 부분에서 격막으로 보이는 곳이 조금 부풀어 오르면서

시작되었으며, 꺽쇠의 완성은 격막이 완전히 도드라지면

서 격막의 형성이 시작된 뒤 약 2시간 후 최종적으로 완

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7).

적 요

β-glucan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꽃송이버섯의 농가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푸른곰팡이 내성균주를 선발하고자 푸른

곰팡이 대치배양에 의한 꽃송이버섯 균사생장 특성을 확

인하였으며, 또한 생장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자 교

잡육종 균주에 대한 유전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푸

른곰팡이 대치배양에 의한 꽃송이버섯 균사의 생장 특성

을 확인한 결과, 6951 (T. viride) 균주에서는 대치선을 형

성한 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6952 (T. spp.) 균

주에서는 대치선을 형성한 다음 보다 많은 포자를 형성하

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6426 (T. harzianum) 균주에

서는 꽃송이버섯 균사가 생장하고 있던 부분까지 모두 덮

어버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특이하게도 구례에서

채집선발한 균주인 JF02-06 균주에서는 다른 균주에 비해

푸른곰팡이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되어 다소 푸

른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보유 중인 균주 중 생장 및 자실체 발

생이 우수한 모균주를 선발하여 교잡을 실시하여 생장특

성을 조사한 결과, 미송톱밥배지에서 JF02-47, 49, 50 균

주의 균사생장량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

잡육종 균주의 유전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ITS1, 5.8S

와 ITS4 영역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Genebank

에 등록된 다른 꽃송이버섯 균주와 높은 유의성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꽃송이버섯의 포자 및 균사를 현

미경으로 관찰하여 생장 특성을 확인한 결과, 포자의 크기

는 장경 6 µm, 단경 5 µm의 물방울 모양으로 확인되었고,

균사에서 3가지 형태의 꺽쇠가 관찰되었다. 균사의 폭은

3 µm이며 꽃송이버섯 균사의 특징으로는 약 50% 정도

꺽쇠에서 균사가 뻗어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균사의 생장 속도는 0.507 µm/min이며, 2차 균사는

0.082 µm/min의 속도로 생장하다가 모균사와 평행을 이

루는 시점에서는 모균사의 생장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생

장하였다. 꺽쇠발생은 약 5시간 동안 균사 내부 전해질의

이동이 관찰된 후 작은 꺽쇠를 형성하였다. 약 3시간 후

격막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2시간 후 최종

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꽃송이버섯의 푸

른곰팡이 저항성을 확인하고, 교잡균주의 유전 다양성 및

균사의 생장 특성을 확인하여 꽃송이버섯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버섯산업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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