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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느타리 신품종 ‘비산1호’의 육성 및 자실체 특성

신평균*·유영복·공원식·오연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Characteristics and breeding of a new cultivar 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Beesan No.1’

Pyung-Gyun Shin*, Young-Bok Yoo, Won-Sik Kong and Youn-Lee Oh

Mushroom Scienc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Eumseong 369-873, Korea

ABSTRACT: To develop a new cultivar of King oyster mushroom white variety (Pleurotus ferulae), GW10-95 as parental strain was
selected by the method of Di-mon crossing between monokaryotic strain ASI 2850-24 derived from ASI 2850 and dikaryotic
strain ASI 2803. The GW10-95(ASI 2803 x ASI 2850-24) was shown the best cultural characteristics, selected to be a new
cultivar and designed as ‘Beesan No.1’. The ‘Beesan No.1’ was formed incompatibility line distinctly in the confrontation growth
of parental strains ASI 2803 and ASI 2850. Analysis of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cultivar ‘Beesan No.1’ showed a
different DNA profile as that of the control strains, ASI 2803 and ASI 2850, when RAPD(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primer URP6 was used. The optimum temperature and pH arrange for mycelial growth were 25oC and pH5~8, respectively.
Fruiting body production per bottle was about 245 g using demonstration farms. And also the stipe was thick and long. This new
cultivar ‘Beesan No.1’ of Pleurotus ferulae was characterized by fast fruitbody formation, the stipe was thick and long and high
quality yield compared to that of other cultuvars. We therefore expect that this new strain will increase of farmer’s income by
construction of stabilized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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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위느타리(Pleurotus eryngii var. ferulae)는 Ferulae속을

기주로 하는 이위측이 또는 아위고라고도 하는데 분류학적

으로 담자균아문(Basidiomycotina), 균층강(Hymenomycetes),

산균목(Agaricales), 느타리과(Pleurotaceae), 느타리속(Pleurotus)

에 속하는 백색부후균의 일종으로서 남유럽,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Lewinsohn et al, 2002) 등 초원지대 및 아열

대성 기후에 자생하고 건조한 스텝기후를 선호하는 전형

적인 초원형 부생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Hong et al, 2004a). 

세계적으로 연간 1,000톤 정도로 소량 생산되고 있는 버

섯이다. 아위느타리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하여 형태가 우수

하고 향미가 풍부하여 식용가치가 높으면서, 항종양, 혈당

강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et al, 2004b).

또한 위와 신장 장애 및 기침을 멎게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산부인과 종류의 병을 방제하는 의약적 효능이 알려져 있으

며(Kim, 2002), 이외에도 식이섬유, 아미노산 및 기타 비타

민 등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 및 기능성 약용버섯으

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아위느타리는 중국에서는 백영고,

아위고라고도 불리우며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깔끔하여 식

용가치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표고버섯이나 양송

이보다 약 3배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아위느타리(Pleurotus eryngii var. ferulae)는 분류체계

상의 위치가 논란이 있는 종으로 초기에는 Ferulae

sinkiangensis속에 기생하는 P. ferulae로 알려졌다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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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 eryngii var. tuoliensis, P. eryngii var. ferulae, P.

eryngii var. nebrodensis, 그리고 P. nebrodensis 로 알려

지게 되었다(Mu et al, 1987; Huang 1996; Mao 2001).

최근에 이러한 분류학상 위치를 형태학적, 유전학적, 육종

학적으로 재조명하여 Eryngium속에 기생하는 P. eryngii

또는 P. eryngii var. eryngii를 P. eryngii로, Ferulae

sinkiangensis속에 기생하는 P. ferulae 또는 P. eryngii

var. ferulae를 P. ferulae로, Ferulae sinkiangensis속에 기

생하는 이탈리아 시실리섬에서 자생하는 부생균은 P.

nebrodensis로, Cachrys ferulacea속에 기생하고 중국에서

백영고라고 불리는 P. eryngii var. nebrodensis는 P.

eryngii var. tuoliensis 또는 P. tuoliensis로 정리되어져 가

고 있다(Venturella, 2000; Venturella et al, 2000; Zhang

et al, 2006; Kawai et al, 2008; Alam et al, 2009).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아위버섯으로 통칭되다가 최근에

는 아위느타리, 백령느타리로 표기되어 큰느타리 변종이

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종이 다른 느타리류로 편입되어가

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는 큰느타리의 변종끼리는 교배가

된다는 것이 새로운 느타리 독립종으로 불리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1958년부터 인도,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공재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58년 Kalmer가 처음으로 인공재배

에 성공하였으며, 1983년 중국에서 톱밥, 면실피, 밀기울

을 섞어 신장의 야생 아위느타리에서 균을 분리하여 인공

재배를 시도, 일부 성공하였다. 1990년에는 단포자 교잡

으로 우수한 균주를 확보하여 복건성, 신강성,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Lee et al, 2009), 국내에서

의 아위느타리버섯 인공재배는 2002년 충남 지역의 모 종

균 배양소에서 중국 품종 및 중국 현지 기술자의 도움으

로 인공배양을 시도 하였고, 2003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버

섯시험장에서 인공재배 실증 실험 성공을 보고하고 ‘미향’

(명칭출원 2007-1144) 이라는 품종을 품종생산 판매신고

를 하였다. 하지만 아위느타리는 재배방법이 까다로워 농

가에서 재배를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제성이 결여되어

그 뒤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였다. 그러다가 김 등

(2007)이 “아위느타리버섯(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3년간

수행하여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하였으나 이 또한 경제성

이 결여되어 품종육성이나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식용버섯으로 인기가 높아 생산이 급

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2010년에 이르러 ㈜뜰아채에서 육성품종을 머쉬

마루버섯으로 특허 출원(Kwon and Cheong, 2011)하여 지

금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는 실정에 이르렀

다. 하지만 품종을 특허출원함으로서 다른 농가에서는 품종

을 사용하지 못하고 ㈜뜰아채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수집된 유전자원의 계통간

교잡을 통해 수량이 뛰어난 “비산1호”를 육성하고, 육성

경위 및 품종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균주 배양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모본으로 사용된 아위느타리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수집보관 중인 균주 중에서

RADP 패턴분석을 통해 다양성을 뛰거나 다른 패턴을 가

진 균주와 수량성이 높은 균주를 선발하여 시험균주로 사

용하였다. 선발균주의 배양 및 증식을 위해 PDA배지를

사용하였다.

단포자 분리 및 교잡
단포자 분리는 멸균된 평판접시에 직경 2 mm의 이쑤시

게 2개를 평판접시에 평행하게 놓고 자실체로부터 갓을

절단하여 이쑤시게 위에 올려 놓은 후, 낙하된 포자에 멸

균수를 부어 10
3
~10

5
정도로 희석하여 PDA배지에 배양하

였다. 배양 약 3일 후 서로 붙지 않은 균사체 colony를 분

리하고 clamp 유무를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단포자를 분

리하였다. 교배방법은 Shin et al (2004)의 방법으로

Di×Mon 교배를 사용하여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교잡계통 선발을 위한 자실체 특성 분석
교배계통에 대한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배지조

성은 포플러톱밥, 콘코브, 소맥피, 미강, 옥수수분, 비트펄

프, 대두피를 각각 30:38:12:8:4:4:4(%)의 비율로 혼합하

였고, 수분함량을 65%로 조절 후 850 cc PP병에 약

500 g정도를 입병하고 121
o
C에서 90분간 고압살균 후 미

리 준비해 둔 교배계통의 종균을 접종하였다. 배양온도

23
o
C, 습도 65%의 조건에서 약 30±5일간 배양 후, 자실

체 발생유도를 위해 균긁기를 실시하였다. 균긁기 후 초

기발이 생육온도 17~15±2
o
C, 상대습도 95% 이상, 후기발

이 생육온도 16±2
o
C, 상대습도 85% 이하 조건에서 자실

체를 생육시켰다. 자실체 수량 및 특성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의거 조사하였다.

DNA 다형성 분석
DNA 다형석 분석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에서 수집보존중인 모균주와 교잡주를 가지고 Baldrain et

al(1999)의 방법으로 genomic DNA를 분리하였다. PCR

primers는 universal repetitive sequences를 이용한 URP

uniprimer kit(Seolin Scientific Co.)를 사용하였으며,

PCR 증폭은 PCR premix kit(Bioneer Co.)를 이용하여

94
o
C에서 5분간 DNA 변성시킨 후 94

o
C에서 1분,

annealing은 59
o
C에서 1분, DNA 합성은 72

o
C에서 2분으

로 하여 총 28 cycles 실시하였으며 최종 DNA 합성은

72
o
C에서 10분으로 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아가로스

겔상에서 DNA 밴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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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육성경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수집보존중인 아위느타

리 41 균주에 대한 자실체 특성을 검정하였다. 선발된 우

량계통 중에서 외국도입균주이면서 수량이 174±26 g/병

으로 가장 높은 균주 ASI 2803를 모본으로 삼고 수량은

적지만 형태적으로 보기가 좋거나 백색을 나타내는 국내

에서 교배된 품종 ASI 2850를 모균주로 이용하였다. 선

발된 ASI 2850으로부터 단포자를 분리하여 ASI 2803과

Di-Mon교배를 통해 우수계통 13계통을 우량계통으로 1

차 선발하였다. 1차 선발계통에 대한 생산력 검정을 통해

6계통을 선발하여 최종적으로 수량성이 높고 자실체 발생

이 빠른 GW10-95를 우수계통으로 선발하고 농작물직무

육성 신품종선정심의회에 상정하여 ‘아위1호’라고 명명하

였으나 후에 ‘비산1호(이하 비산1호로 사용)’로 명칭을 변

경하여 품종보호 출원하였다(Fig. 1).

계통간 교잡 및 자실체 특성
수집보존중인 아위느타리 41 균주 중에서 자실체 특성

평가에 의해 Table 1과 같이 수량이 높거나 자실체 형태

가 좋은 6균주를 선발하였다. 그 중에서 수량성이 높은

ASI 2803과 형태적으로 보기 좋은 국내 교배품종 ASI

2850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교배하여 13개의 교잡주를 우

량계통으로 선발하였고, 수량성이 높고 형태가 좋으면서

자실체 형성이 쉬운 균주 GW10-95를 선발하였다(Fig.

2). 최근까지 아위느타리는 재배방법이 까다로워 농가에

서 재배를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제성이 결여되어 그

뒤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였다. 그러다가 Kim et al

(2007)이 아위느타리 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품종을 육성하고 재배하였으나 이 또한 경제성이 결여되

어 품종육성이나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Kwon

et al(2010)이 2001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2010년에 이

르러 품종을 육성하여 ‘머쉬마루’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

원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는 실

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품종을 특허출원함으로서 다른 농

가에서는 품종을 사용하지 못하고 ㈜뜰아채에서만 독점

생산하고 있다. ‘머쉬마루’는 재배환경을 일반적인 재배방

법이 아닌 특수한 재배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어 농

가가 따라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따라서 선발된 ‘비산1호’의 일반적인 재배방법

을 활용하기 위해 배지는 큰느타리 배지를 이용하고 재배

환경은 느타리 방법을 사용하되 후기생육 시 환기를 조절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상품성이 뛰어난 품종을 재배

할 수 있었다. 

신품종 ‘아위1호’의 주요특성

고유특성

‘비산1호’의 균사배양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모균주에 비해 균사 생육적온은 25℃에서 최적이나

30
o
C에서도 잘 자랐으며, pH 범위에서는 pH5~8까지도

Fig. 1. The pedigree of new cultivar ‘Beesan No.1’ in
Pleurotus eryngii var. ferulae.

Table 1.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for screening of breeding Pleurotus ferulae varieties

Strain 
Harvest 
period
(day)

Yield
(g/bottle)

Available
stipe
(EA)

Pileus(mm) Stipe(mm) Individual 
weight

(g/bottle)

Color of 
pileusWidth Length Thickness Diameter Length

ASI 2618 13±0 62± 1±0 63.0±4.2 74.0±1.4 11.0±1.4 56.5±2.1 64.0±2.8 61.0 Dark brown

ASI 2778 10±4 138±30 2±1 54.4±13.1 43.5±12.4 11.3±3.0 23.5±6.3 104.4±30.4 69.0 Light brown

ASI 2798 14±1 63±12 1±0 78.5±2.1 64.5±6.4 11.5±0.7 31.5±2.1 66.0±1.4 63.0 Light brown

ASI 2800 14±1 55±10 1±0 76.3±14.6 66.0±1.0 12.7±1.2 29.7±3.8 57.3±2.5 55.0 Light brown

ASI 2803 13±0 174±26 3±1 57.0±16.2 53.5±18.1 14.8±3.2 20.0±5.0 84.3±21.4 58.0 Dark brown

ASI 2850 10±4 91±66 2±1 45.3±13.5 35.3±7.2 10.3±2.9 19.8±5.3 101.2±18.4 45.5 Light white

Fig. 2. Fruit body of new hybrid, ‘Beesan No.1’(right) and its
parent, ASI 2850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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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이 우수하여 온도나 pH에 대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

를 가졌다. 균사생장은 모본인 ASI 2850보다는 느리고

ASI 2803보다 빠른 생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선형성에

있어서도 모균주와 서로 선을 뚜렷하게 형성하여 다른 균

주임이 확인되었다(Table 2, Fig. 3).

신품종 ‘비산1호’의 다른 품종과의 구별을 위해 DNA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균사체로부터 DNA를 분리후 URP

Primers 6를 이용하여 PCR를 시도한 결과 Fig. 4와 같이

모균주와 DNA밴드 패턴이 구별되는 밴드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품종 ‘비산1호’가 모본과 확연히 구별되

어 신품종으로서 재배생산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가변특성

‘비산1호’의 자실체 특성은 배양기간 30±5일, 초발이소

요일수 10일, 생육기간 15±3일로 전체 재배기간은 55일

로 큰느타리 재배일수보다 약간 길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후생육을 길게 함으로서 재배실패율을 줄

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Table 3). 대굵기 41.7±1.8 mm,

대길이 90.5±11.0 mm, 갓직경 54.3±9.6 mm로 ASI 2803

보다 갓이 크고 대가 굵고 유효경수가 1.5개로 ASI 2803

보다 적었다. 그리고 수량은 90.5±20.5로 수량지수가 101

로 ASI 2803과 비슷하였다. Kwon et al(2010)이 육성한

머쉬마루보다 발이수가 적고 수량도 적었다. 아위느타리

신품종 ‘비산1호’를 각각 3농가에 의뢰하여 농가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4 및 Fig. 5와 같이 머쉬마루 버섯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고 속기처리를 하였을 때 머쉬마루버

섯 대비 수량지수가 129로 수량이 높게 나와 아위느타리

재배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큰느타리버섯 대체재

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산1호’를 재배하겠

다고 하는 농가가 있어 현재 재배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

매를 시도하고 있다.

‘비산1호’의 특징과 재배상의 유의점
아위느타리는 배지조성과 생육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서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재배에 성공하지 못하

다가 최근에야 가능해졌다. 특히 균긁기 후 발이유기 및

Table 2. Mycelial characteristics of new cultivar ‘Beesan No.1’ on the different media and temperature

Cultivar
pH 5 pH 7 pH 8

20oC 25oC 30oC 20oC 25oC 30oC 20oC 25oC 30oC

Beesan No.1 33.3±1.5 44.3±0.6 41.0±1.0 36.7±1.5 43.7±1.5 37.7±0.6 42.3±0.6 42.7±0.6 38.3±0.6

ASI 2803 11.0±1.0 29.0±4.4 35.7±2.1 12.3±1.2 30.0±2.7 29.7±1.2 16.3±0.6 28.7±5.9 28.7±0.6

*Value represent mean ±S.D of three experiments.

Fig. 3. Formation of Incompatibility line in the confrontation
growth of parental strains Pleurotus ferulae ASI 2803 and ASI
2850.

Fig. 4. PCR patterns of new cultivar ‘Beesan No.1’ using
primer URP6. M : 100bp ladder, a : ASI 2803, b : Beesan

No.1, c : ASI 2850.

Table 3. Characteristcs of fruit body of new cultivar 'Beesan No.1' cultivated by bottle cultivation

Cultivar Pileus diameter
Stipe No. of available 

stipe
Yield (g/bottle) Index of yield (%)

Length Diameter

Beesan No.1 54.3±9.6 90.5±11.0 41.7±1.8 1.5±0.7 90.5±20.5 101

ASI 2083 40.8±1.8 90.0±14.1 27.2±1.8 2.5±0.7 90.0±14.5 100

*Temperature for spawn running : 23
o

C, Temperature for primordia induction & fruit body growth : 14~16
o

C.  Value represent means ±S.D of

thre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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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육에 있어서 습도의 변화에 따라 재배 성패가 좌

우된다. 따라서 재배환경 조건을 살펴보면 균사배양에 있

어서는 22~24
o
C, 균굵기 후 발이온도 14~16

o
C, 습도

95% 수준, 초발이 후 온도 16
o
C, 습도 85%, CO2 농도는

1200 ppm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생육배지는 큰느타

리배지, 버섯 생육은 느타리 병재배법에 준하되 후기생육

시 느타리 재배보다 습도를 약간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환

기를 충분히 해 줘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적 요

아위느타리(Pleurotus ferulae)의 품종 육성은 수량성이

높은 ASI 2803과 형태적으로 보기 좋은 국내 교배품종

ASI 2850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교배하여 13개의 교잡주

를 우량계통으로 선발하였고, 수량성이 높고 형태가 좋으

면서 자실체 형성이 쉬운 균주 GW10-95를 선발하여 ‘비

산1호’으로 명명되었다. 고유특성으로는 균사체 배양의 대

선형성유무에서 모균주 ASI 2803 및 ASI 2850과 대치배

양하였을 때 뚜렸한 대선을 형성하였다. 유전적으로는

RAPD primer를 이용하여 신품종 ‘비산1호’의 DNA 패턴

은 모균주와는 다른 패턴을 형성하였다. 가변특성은 균사

생장 적온은 25
o
C이며 pH의 범위가 pH5~8까지 넓게 형

성되었다. 자실체 수량은 농가실증시험에서 245 g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대길이는 ASI 2803보다 길고 굵어 수

량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아위느타리보다 수량성이 높

아 큰느타리 대체품종 뿐만 아니라 수출 품종으로도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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