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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roductivity and Temperature type of fruiting 
body of Lentinula edodes strains on the Sawdust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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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ultivated 117 hybrid strains of Lentinula edodes in greenhouse. 5 hybrid strains(07-55, 07-66, 07-84, 07-93 and
07-117) were selected from comparison of their characteristics of fruiting body and productivity. Biological efficiency of 5 hybrid
strains was investigated 36.1(07-66), 35.6(07-117), 27.1(07-93), 25.7(07-84) and 6.5%(07-55), respectively. Selected strains 07-66,
07-117 and 07-93 showed high biological efficiency but observed commercially low quality fruiting body. Temperature type of
fruiting body of 5 hybrid strains observed as follows high temperature type(07-117), mid temperature type(07-66 and 07-84) and
low temperature type(07-55 and 07-93). Temperature type of fruiting body of 07-93 strain has wide range relatively. In the
results, 07-84 strain was selected finally with consideration for quality of fruiting body, productivity and temperature type(8-21oC)
in far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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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표고재배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으

며, 표고종균은 1955년 경기도임업시험장에서 표고균사

의 순수배양에 성공함에 따라 1957년부터 대한산림조합

연합회가 우량종균을 육성 보급하였다(Lee et al., 1994,

Jang 2012). 표고버섯의 톱밥재배는 이미 9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되었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재배기술이

정립되어 2000년대 초부터 점차 재배가 늘어나게 되었다

(Ko et al., 2009). 현재 많이 재배하는 지면봉지재배는 버

섯의 가격이 비싼 여름철 고온기에 표고생산이 가능해진

것이 활성화에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톱밥재

배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연간 시장출하량의 약

30%가 톱밥재배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톱밥재배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Jang et al., 2012).

이렇게 표고 톱밥재배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결이 시급한 당면과제도 산적해 있다. 

첫째, 우리나라 환경에 알맞고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강

한 균주의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톱밥재배 많은 수

의 임가들이 산조701호(생육온도 18~24
o

C)로 재배하고

있다(Ko et al., 2009). 따라서 대부분의 톱밥재배 임가에

서 버섯의 출하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편중되어 있으며 이

는 톱밥재배가 연중재배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저

해요인이다. 톱밥재배용 균주로서 적절한 균주가 사용되

지 않으면 버섯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Diehle & Royse, 1986).

둘째, 표고생산의 4요소는 종균, 배지, 환경, 기술로써,

기술은 앞의 세 가지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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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섯을 생산하는 재배기술이다. 이 중 재배환경으로서

중요한 환경요소 3가지는 온도, 습도, 시간이고 이것이 알

맞을 때 고품질의 버섯생산으로 이어진다(Koo et al.,

2012)이들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품종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재배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버섯재배사의 구

조와 기능에 반영하여 임가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도록

균주의 재배특성을 파악하여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재배 임가가 비닐하우스 등의 간이 시설

을 활용한 자연재배형태를 띄고 있어서 재배방법이 표준

화 되어있지 않고 지역, 기후 등에 따라 생산량 및 품질

등의 편차가 심하고 재배성공 확률이 낮다. 이에 대한 재

배법의 개선과 표준화, 나아가서 연중재배법의 정립이 필

요하다(Noh 2006). 이처럼 표고 톱밥재배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적절한

재배법 정립을 통한 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그중

우수한 품종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Noh 등(2015)의 연구결과에 이어서 선발된 117개의 교배

균주에 대하여 톱밥봉지배지를 제조하고 재배시험을 진행

하였다. 균주별로 갈변정도, 자실체의 형태적 우수성, 생

산성, 온도형 등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종균 제조
교배균주의 자실체 특성 검정을 위한 톱밥배지를 생산

하기 위해 종균제조는 참나무톱밥(1~2 mm) 85%, 미강

15%를 부피비로 혼합 후 함수율을 65±1%로 조절하여

1,200 ml 용량의 종균병에 850 ml씩 넣어서 고압살균

(121
o

C, 90분)하였다. 살균이 끝난 종균병은 1일간 냉각실

에서 15
o

C로 냉각 후 클린부스 내에서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배지에 배양된 교배균주들의 균사체 3개씩

을 종균병 상단부에 접종하여 22±1
o

C의 암배양 환경에

서 45일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종균은 4
o

C에 저

장하였다. 

톱밥배지 제조 및 배양
톱밥배지는 참나무톱밥(2~5 mm) 84.5%, 미강 15%, 탄

산칼슘 0.5%를 부피비로 혼합한 후 함수율을 65±1%로

조절하여 Ø110 ×210 mm(1.3 kg)의 크기로 입봉하여 원

통형 배지를 만들었다. 배지의 상단부에는 플라스틱 링

(Ø24 mm)과 솜을 이용하여 통기구를 설치하였다. 입봉을

완료한 배지는 102
o

C도달 후 300분간 상압살균 하였으며

살균이 완료된 배지는 15
o

C로 1일간 냉각하여 완전히 냉

각 후 종균을 접종하였다. 종균의 접종은 클린부스내에서

상면의 솜을 뽑고 접종스푼을 이용하여 배지당 10 g 내외

의 종균을 접종하고 솜으로 다시 막아 주었으며 시험균주

당 반복수는 1.3 kg 배지 24봉씩 접종하여 배양실에서 배

양하였다. 배양실의 바닥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을

깔고 배지를 2단으로 적재하여 배양하였다. 접종 후 3일

간은 배양온도를 18
o

C로 고정하여 살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배지표면의 응결수를 제거하고 초기 오염을 억제하

였다. 균사배양 4일부터 20일 까지는 23
o

C로 온도를 높여

주어 균사가 빠르게 활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균사의

배양이 배지의 20%가량 진행되었을 때부터 21
o

C로 낮추

어 주어 균사 호흡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였다. 배양 약

40일차부터 배지의 상면부터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기 시

작하였으며 표면에서 융기도 관찰되었다. 표면융기는 초

기에는 단단하지만 배양이 진행되면서 점차 상면부터 연

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교배조합이 다양하여 균주별

로 배양정도가 다르나 배양 45일경부터는 배양실에 3파

장 광원의 전등을 켜서 갈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

다. 또한 배지간 배양 및 갈변의 균일화를 꾀하기 위해 배

양 30일차와 55일차에 상단과 하단의 배지위치를 바꾸어

주었다. 배지는 배양 100일차에 일괄적으로 재배사로 이

동하여 재배시험을 하였다. 

교배균주 생산성 검정
시험균주들의 첫 버섯발생은 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6월

초 차광이된 비닐재배사로 이동한 후 3일 이내에 상면을

개봉하고 수분관리하여 이동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온도편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버섯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배지의 개봉은 상면으로부터 약 1 cm 내외를 절단

하여 상면 비닐을 제거하였으며, 개봉 후 수분관리는 배

지의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1일 약 3~5회 스프링클러

로 살수하여 배지표면과 재배사 내부의 수분을 유지하였

다. 낮시간에는 차광망을 이용하여 재배사내부로 직사광

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재배사 내부의 온도가 27
o

C 이

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2주기부터는 발생작

업 약 3일 전부터 점차 살수량을 늘려준 후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12시간 살수 후 배지의 상면이 재배사 바닥에

닿도록 뒤집은 후 다시 12시간 살수를 실시한 후 12시간

두었다가 원위치 하는 방법으로 발생작업 하였으며, 각

발생작업 간에 20일 간의 휴면기를 주었고 7월 초부터 10

월 말까지 기온변화에 따라 총 6회의 발생주기를 가졌다.

우수 교배균주 확대재배
교배균주 시험재배를 통해 생산성, 자실체 형태적 특성,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우수 교배균주를 선발

하였다. 선발된 우수 교배균주는 자실체 검정시험과 동

일한 배지조성 및 배지규격으로 재배규모를 선발된 균주

당 500봉씩 확대하여 6월초부터 11월 말까지 9회 발생

주기의 재배시험을 하였다. 확대재배를 통해 우수 균주

의 균일성, 모균주와 생산성, 형태적 특성 등을 확인하였

다. 또한 모균주와 생산성, 재배 온도형 등을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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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교배균주 갈변화 비교
톱밥배지에 균주별로 접종한 후 100일간 배양된 것을

각 교배균주 별, 모균주별로 구분하여 갈변정도를 조사하

였다(Table 1). 전체 117균주 중 균사배양 100일차에 갈

변이 20%미만인 균주는 16균주로 배양중 오염으로 폐기

된 4개 균주를 제외한 113개 균주중 14.2%를 차지했으며

21~40% 갈변된 균주가 8균주로 7.1%, 41~60% 갈변된

균주가 7균주로 6.2% 61~80% 가변된 균주 36균주로

31.9%, 81~100% 갈변된 균주는 46균주로 40.7%를 차지

하였다. 평균 80%이상 갈변된 균주가 전체의 73%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배조합별로 갈변정도에 따른

균주의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교배조합간에 갈변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동일 모균주에서 육성된

교배균주 임에도 갈변정도가 0~100%로 다양한 갈변정도

를 나타내었다. 또한 갈변이 저조한 균주들은 개봉 후 해

균오염에 쉽게 노출되고, 버섯발생이 저조하며 발생된 버

섯의 품질도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교배균주 생산성 검정 
7월초부터 10월 말까지 기온변화를 조사하였고(Fig. 1),

총 6주기의 발생작업을 실시하여 각 균주별로 생산량, 개

체수, 개체중, 무포자자실체 유무를 조사하였다(Table 2).

전체 117균주 중 배양과정에서 오염으로 폐기된 4개 균주

를 제외한 113개 균주 중 재배기간동안 자실체발생이 전

혀 발생되지 않은 균주는 14개 균주이다. 또한 자실체가

발생된 99개의 균주들 중 16개 균주에서 갓 주름이 형성

되지 않는 무포자자실체가 발생되었다. 이들 무포자자실

체가 발생되는 균주들은 4주기까지 동일하고 균일한 증상

을 보였다. 정상 자실체가 발생된 85개 균주들 중 생산성

이 가장 높은 균주는 07-84균주로 1.3 kg 배지 1개당

278.5 g의 자실체를 수확했으며 개체도 35.9 g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주기별로 고른 수확량을 보였으나 3주

기 발생이 가장 우수하였다. 07-73, 07-94, 07-97균주는

자실체가 2주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07-58 및 07-63균주는 상대적으로 4주기에 주로 발생되었

다. 교배조합별 생산성은 산조701호×FMRI2613 조합의

평균수확량이 76.3 g/배지로 가장 높았고 산조701호

×FMRI2337 조합이 65.1 g/배지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산

조701호×FMRI2534조합은 평균 수확량이 21.6 g/배지로

다른 2조합에 비해 저조한 생산성이 기록되었다.

우수 교배균주 선발
우수 교배균주 선발은 Fig 2와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

이 버섯의 수량, 형태,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우수균주를 선발하였고, 균주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07-84

자실체의 주요 제원이 가장 우수한 균주는 07-84였다.

07-84의 갓직경은 71.6 mm, 대길이는 51.0 mm였고 대 길

이 비율도 1.4로 갓에 비하여 대가 짧아 형태가 우수하였

고 개체중은 35.9 g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특히 10월경인

3주기에 발생된 자실체의 개체중은 48.0 g으로 가장 우수

하여 중온성으로 추정되었다.

(2) 07-117

07-117균주는 개체중 26.4 g으로 우수하고 갓색이 황갈

색으로 색이 밝고 습에 강한 편이었으며 갓 표면에 인피

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대는 백색이고 털이 많고 기둥형

으로 전체적인 자실체 형태가 우수하였다. 주로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고온~중고온성의 온도형으로 추정

Table 1. Browning ratio of sawdust media according to mating combination (L. edodes)

Mating combination
Browning ratio(%)

Total
0~20 21~40 41~60 61~80 81~100

SANJO701×FMRI2337 4a 1 2 14 15 36

SANJO701×FMRI2613 6 3 0 12 16 37

SANJO701×FMRI2534 6 4 5 10 15 40

Total 16 8 7 36 46 113

a: Number of strains

Incubation temperature remained between 18 and 23
o

C, 4 strains of SANJO701HO ×FMRI2534 combination are contaminated. Browning ratio

of every mating combination are similar. 

Fig. 1.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 during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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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Yield of hybrid L. edodes strains

Strain
 No.

Yield
(g/bag)

Biologicala

efficiency(%)

Fruiting 
body
No.

Individual 
weight of

fruiting body(g)
Remarks

07-02 1.0 0.1 0.1 10.0 

07-04 14.0 1.1 1.1 13.0 

07-06 4.2 0.3 2.0 2.0 

07-08 78.5 6.0 2.5 32.0 

08-09 6.0 0.5 0.3 24.0 

07-11 26.0 2.0 1.3 21.0 

07-12 7.5 0.6 0.4 19.0 

07-14 10.0 0.8 0.7 14.0 

07-15 7.5 0.6 0.4 19.0 

07-18 3.0 0.2 0.2 15.0 

07-19 28.0 2.2 1.7 16.0 

07-21 16.0 1.2 1.1 15.0 

07-22 2.5 0.2 0.2 13.0 

07-23 49.5 3.8 3.4 15.0 

07-24 41.5 3.2 2.3 18.0 

07-25 6.5 0.5 0.3 22.0 

07-26 6.5 0.5 1.0 6.5 abnormalb

07-27 18.5 1.4 0.9 21.0 

07-29 2.0 0.2 0 0 abnormal

07-30 8.5 0.7 0 0 abnormal

07-31 15.0 1.2 0 0 abnormal

07-34 3.0 0.2 0 0

07-35 3.9 0.3 0.2 20.0 

07-36 67.5 5.2 0 0

07-38 8.5 0.7 0 0

07-39 28.5 2.2 0.6 52.0 

07-40 60.0 4.6 3.7 16.0 

07-41 99.8 7.7 5.7 18.0 

07-43 2.0 0.2 0.1 20.0 

07-45 35.0 2.7 1.6 23.0 

07-46 12.3 0.9 0.8 16.3 

07-47 0.5 0 0.1 10.0 

07-48 28.5 2.2 1.6 17.8 

07-49 5.0 0.4 0.4 14.3 

07-50 31.0 2.4 1.4 23.0 

07-51 94.5 7.3 5.4 17.7 

07-52 61.0 4.7 3.5 17.4 

a: Biological efficiency; (fresh mushroom/weight of substrate includ-

ing water) x 100

b: Fruiting body formation has no gill

* Bag weight: 1.3kg 

* Not including strains have no yield in this table

Table 2. Yield of hybrid L. edodes strains(continued)

Strain
 No.

Yield
(g/bag)

Biologicala

efficiency(%)

Fruiting 
body 
No.

Individual 
weight of

fruitingbody(g)
Remarks

07-53 25.0 1.9 2.0 12.5 

07-54 42.0 3.2 1.7 24.7 

07-55 106.0 8.2 4.9 21.9 

07-56 0.5 0 0.2 3.3 

07-57 8.5 0.7 0.3 34.0 

07-58 136.2 10.5 5.9 23.3 

07-59 59.0 4.5 2.8 21.1 

07-60 16.0 1.2 1.2 13.9 abnormal

07-61 98.2 7.6 5.5 18.0 

07-62 23.0 1.8 3.6 6.4 

07-63 96.0 7.4 4.0 24.3 

07-64 11.0 0.8 0.8 14.7 abnormal

07-65 75.0 5.8 3.0 25.4 

07-66 226.0 17.4 12.9 17.5 

07-68 0.5 0 0.1 10.0 

07-69 60.2 4.6 1.4 44.6 

07-70 115.5 8.9 2.9 39.8 

07-71 162.6 12.5 7.0 23.2 

07-72 36.0 2.8 2.1 17.6 

07-73 224.9 17.3 14.1 16.0 

07-74 9.5 0.7 0.8 12.7 abnormal

07-75 60.3 4.6 2.8 21.5 

07-76 5.0 0.4 0.4 14.3 abnormal

07-77 124.2 9.6 6.2 20.2 

07-78 175.4 13.5 12.2 14.4 

07-79 86.9 6.7 4.7 18.5 

07-80 29.0 2.2 1.3 23.2 

07-81 52.5 4.0 3.9 13.5 

07-82 68.5 5.3 2.0 34.3 

07-83 169.5 13.0 4.7 36.1 

07-84 278.5 21.4 7.8 35.9 

07-87 115.0 8.8 4.5 25.6 

07-88 3.0 0.2 0.2 20.0 

07-89 20.5 1.6 1.0 21.6 

07-90 108.0 8.3 4.2 26.0 

07-91 106.5 8.2 5.6 19.0 

07-92 27.5 2.1 2.3 12.2 abnormal

07-93 129.0 9.9 4.9 26.3 

07-95 33.5 2.6 2.6 13.1 abnormal

07-96 129.6 10.0 5.6 23.3 

07-97 127.0 9.8 6.7 19.0 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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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자실체의 육질이 다른 균주들에 비해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3) 07-66

자실체 크기는 60.4 mm로 양호하였으며 갓상면이 볼록

한 평반구형으로 대가 굵고 전체적으로 통통한 형태로 자

실체 형태가 우수하였다. 그러나 육질은 다소 무르고 개체

중이 17.5 g으로 낮은 것이 단점 이었다. 자실체 발생은 주

로 8~9월에 집중되어 고온성~중고온성으로 추정되었다.

(4) 07-93

자실체 크기는 66.8 mm로 우수한편이었으며 갓상면이

볼록한 평반구형으로 갓주변에 인피가 있어 형태가 양호

하다. 육질은 단단한 편이다. 자실체 발생은 주로 9~10월

에 집중되어 중온성으로 추정되었다.

(5) 07-55

자실체 색은 밝은 황갈색이고 크기는 중소엽으로 평반

구형이다. 갓 주변이 인피가 있고 대가 짧아 대길이 비율

이 1.5로 우수균주 중 가장 높다. 자실체 발생은 주로

9~10월에 집중되어 중온성으로 추정되었다.

Table 2. Yield of hybrid strains(continued)

Strain
 No.

Yield
(g/bag)

Biologicala

efficiency(%)

Fruiting 
body 
No.

Individual 
weight of fruit-

ingbody(g)
Remarks

07-98 48.5 3.7 1.4 35.9 

07-99 66.0 5.1 2.9 22.8 

07-100 37.0 2.8 1.1 33.6 

07-101 143.5 11.0 5.7 25.4 

07-102 224.5 17.3 13.8 16.3 

07-103 150.0 11.5 7.2 21.0 

07-104 9.0 0.7 0.4 22.5 

07-105 160.5 12.3 8.0 20.2 

07-106 24.5 1.9 0.9 28.8 

07-107 22.0 1.7 2.3 9.8 abnormal

07-108 9.0 0.7 0.6 16.4 

07-109 37.0 2.8 2.5 15.1 

07-110 7.0 0.5 0.5 15.6 

07-111 2.0 0.2 0.1 20.0 abnormal

07-112 3.0 0.2 0.2 15.0 abnormal

07-113 43.0 3.3 1.3 34.4 

07-114 5.0 0.4 0.4 12.5 abnormal

07-115 104.9 8.1 4.8 21.9 

07-116 36.0 2.8 2.9 12.4 

07-117 263.9 20.3 0.2 26.4 

Fig. 2. Fruiting body of selected hybrid L. edodes strains
A; 07-55(SANJO701 X FMRI2337), B; 07-66(SANJO701HO
X FMRI2337), C; 7-84(SNAJO701HO X FMRI2613), D; 07-
93(SANJO701HO X FMRI2613), E; 07-117(SANJO701HO X
FMRI2613)

Table 3.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hybrid L. edodes strains

Strain
No.

Pileus(mm) Stipe(mm) Ratio ofa

pileus-stipe
Weight

(g)Diameter Thickness Color Diameter Length

07-55 67.9±11.1 19.7±0.9 yellow brown 15.0±5.3 46.2±8.9 1.5 21.9

07-66 60.4±15.3 15.9±1.5 brown 14.4±4.7 45.4±15.2 1.3 17.5

07-84 71.6±10.9 18.7±2.7 brown 16.4±5.2 51.0±10.1 1.4 35.9

07-93 66.8±11.5 16.3±4.3 yellow brown 14.9±3.9 53.7±12.7 1.2 26.3

07-117 63.2±10.8 15.7±3.6 yellow brown 14.9±6.1 50.7±8.8 1.2 26.4

a; Ratio of pileus-stipe : pileus diameter/stipe length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07-84 strain has excellent results, Diameter of pileus(71.6±10.9 mm), Diameter of stipe(16.4±5.2 mm), and

weight(35.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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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배균주 확대 재배
선발된 5개 우수 교배균주와 4개 모균주를 자실체 검정

시험과 동일한 조성과 재배방법으로 균주별 재배규모를

500봉씩 확대하여 재배시험하여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Fig. 3, Table 4) 그 결과 5개 우수 교배균주 중 4개 균주

(07-66, 07-84, 07-93, 07-117)가 모균주에 비해 대등하거

나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균주는

07-66균주로서 36.1%의 회수율을 보였고 07-117균주도

35.6%의 회수율로 비슷한 생산성을 보였다. 07-55균주는

6.5%의 회수율로 매우 저조한 생산성을 보였고 6주기(9

월초) 이후에 자실체가 발생되어 배양기간이 다른 균주들

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선 자실체 검정시

험에서 생산성 및 자실체 형태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인 07-84균주는 25.7%의 회수율로 다른 우수교배균주들

에 비해 다소 낮은 생산성을 보였으나 모균주인 산조701

호, FMRI2613균주에 비해 우수한 생산성을 모였다. 또한

07-84균주의 자실체의 형태적 우수성과 균일성은 자실체

검정시험과 동일하였다. 07-93균주는 27.1% 회수율을 보

였으며 특히 9주기(11월) 자실체 회수율이 6.1%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그러나 07-93균주

는 상대적으로 다른 균주들에 비해 자실체 품질이 저조하

고 습에 약해 낮은 생육온도에서 품질이 떨어짐을 확인하

였다.

온도형 분석
모균주와 교배균주의 확대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온도형

을 분석하였다. 확대재배는 6월초부터 11월 말까지 간이

재배사에서 수행하였는데 재배사 내부의 평균 온도는 6월

초경이 22.6
o

C 였고 가장 평균온도가 높은 시기가 8월중

으로 평균온도 25.4
o

C였다. 또한 가장 온도가 낮은 시기

는 11월로 평균온도 11.0
o

C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재배주

기에 따라 측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주기별 발생 및 생육

기간동안 온도가 유사한 재배주기를 그룹화 하여 4개 타

입으로 분류하였다. 발생 및 생육온도가 가장 높은 A타입

은 3, 4, 5주기로 최고 31.9
o

C, 최저 20.7
o

C, 평균 25.0
o

C

였다. B타입은 1, 2, 5주기로 최고 29.8
o

C, 최저 13.9
o

C,

Fig. 3. Accumulative yield of hybrid and parental strain
during one cropping season (L. edodes) 
Biological efficiency(%): (fresh mushroom/weight of substrate
including water) x 100

Table 4. Growing condition and during cultivation characteristics of L. edodes

Cycle
Temperature(oC) Humidity(%) Days for 

sprouting
Days for
harvest

Month
Max. Min. Mean Max. Min. Mean

1st 29.3 18.5 22.6 100.0 72.0 87.5 5 5 Early-June

2nd 28.6 19.0 23.0 100.0 84.9 97.1 5 8 Late-June

3rd 27.3 20.7 24.3 100.0 79.5 98.4 3 8 Mid-July

4th 29.8 21.0 25.2 100.0 82.8 92.8 3 8 Late-July

5th 31.9 22.7 25.4 87.4 85.8 86.8 4 11 Mid-Aug.

6th 31.0 13.9 22.6 88.0 87.4 87.9 4 8 Early-Sept.

7th 23.2 6.2 14.3 88.0 74.6 85.7 5 14 Late-Sept.

8th 23.0 6.6 13.7 88.0 74.9 87.3 8 5 Mid-Oct.

9th 18.4 0.8 11.0 100 58.7 90.1 10 30 November

Fig. 4. Yield ratio of hybrid and parental strains according to
growth temperature (L. edodes)
Fruiting body growth temperature range A: 31.9~20.7, B:
29.8~13.9, C: 23.2~6.2, D: 18.4~0.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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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7
o

C였으며 C타입은 7, 8주기로 최고 23.2
o

C, 최

저 6.2
o

C, 평균 14.0
o

C였다. 재배온도가 가장 낮은 D타입

은 9주기로 최고 18.4
o

C, 최저 0.8
o

C, 평균 11.0
o

C였다. 이

렇게 발생 및 재배온도별 분류에 따라 각 교배균주의 주

기별 생산성을 구분하였을 때(Fig. 4) 07-117균주는 A와

B타입에서 다른 균주들에 비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게 나

타났다. 또한 모균주중 일반적으로 대표적 중고온성 품종

으로 잘 알려진 산조701호의 발생비율보다 고온발생 비율

이 높아 07-117균주는 고온에서 자실체 발생이 원활한 고

온성임을 확인하였다. 07-66과 07-84균주는 타입별 자실

체 발생비율이 유사하고 산조701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온에서 자실체발생 비율이 좀 더 높아 중온성으로 판단

할 수 있었다. 또한 07-55균주는 고온인 A타입에서는 전

혀 자실체발생이 되지 않아 중온성 또는 저온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반면 07-93균주는 다른 균주들에 비해 넓

은 자실체 발생 온도범위를 가졌으며 고온에서 보다는

저온(C, D타입)에서 버섯발생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모균주인 산조701호와 FMRI2534, FMRI2337,

FMRI2613균주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발생비율을 보여 중

고온성의 온도형으로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온도형 분

석은 원목재배를 기반으로 노지 또는 간이재배사에서 균

주의 자실체의 계절별 발생에 따라 고온형, 중온형, 저온

형 등으로 구분 하였다(長谷夫 등, 1990). 현재 톱밥재배

는 대부분 외부기온 변화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

도록 단열이 강화된 재배사 내에서 이루어지나 현실적으

로 외부기후의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고 6월부터 11월까지 외부기온이 변함에 따라 정기

적인 자실체 발생작업과 발생전후의 재배사 내부 온도를

온습도 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자실체발생과 온습

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온도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최종적 목표가 임가의 재배성공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온도 범위에서 자

실체 발생 유무에 그치지 않고 자실체 발생과 품질의 효

율을 고려하여 온도형을 결정하였다.

모균주들은 모두 중고온성의 온도형을 보였으나 교배균

주는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재배방법 및 환경 등의 요인이 제한적이고 모

균주와 교배균주의 다각적인 온도형에 대한 검토가 부족

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적 요

실내에서 육성된 117개 교배균주를 시험 재배하여 자실

체의 특성 및 생산성을 검정하고 결과가 우수한 07-55,

07-66, 07-84, 07-93, 07-117균주를 선발하고 이들의 모균

주들과 확대 재배하여 모균주와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각 균주의 생산성은 07-66균주가 36.1%의 회수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7-117균주는 35.6%, 07-93균주는

27.1%, 08-84균주는 25.7%로 조사되었고 07-55균주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6.5%로 조사되었다. 07-93 균주와

07-66균주는 생산성이 높으나 대가 긴 특성을 보였고 07-

117균주는 전체적인 자실체 품질이 다른 균주들보다 낮았

다. 또한 모균주와 교배균주간에 재배를 통한 온도형 분

석 결과 07-117균주는 고온형, 07-66 및 07-84균주는 중

온형, 07-55 및 07-93균주는 저온형으로 구분되었으며

07-93균주는 비교적 버섯발생온도범위가 넓은 가능한 균

주이나 품질이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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