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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버섯 병재배 시 배지조성비율에 따른 재배 특성

전대훈*·김정한·이윤혜·최종인·지정현·홍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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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fferent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in bottle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Jeon, Dae-Hoon*, Kim, Jeong-Han, Lee, Yun-Hae, Choi, Jong-In, Chi, Jeong-Hyun and Hong, Hye-Jeong 

Mushroom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Gwangju, Gyeonggi-Do, 12805,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optimum rate of substrate composition in bottle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and had three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of 67:11:22(T1), 68:15:17(T2) and 74:14:12(T3) as mixing rate of weight
of dried oak sawdust, dried corn husk and dried bean-curd refuse. The rate of primordia formation of T3 was 65.8% which was
lowest among all treatments. Contraction rate of disease of T1 was 9.8% which was highest among all treatments. Harvesting rate
of T2 was 70.5% which was highest among all treatments. Fruit body weights per bottle of T1 and T2 were 85.5 g, 83.3 g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ose. Yield per 10,000 bottles of T2 was 587 kg and was 7%, 28%
higher than those of T1 and T3,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rate of substrate composition of 68:15:17(T2) as mixing rate of
weight of dried oak sawdust, dried corn husk and dried bean-curd refuse was appeared as optimum rate of substrate
composition in bottle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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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식용이면서 약리작용이

뛰어난 버섯으로, 콜레스테롤 억제작용(Fukushima et al,

2001), 혈압강하 작용(Choi et al, 2001), 면역력 증가(Wu

et al, 2006), 암세포 억제작용(Mizuno et al, 1995;

Kodama et al, 2005), AIDS 원인균인 HIV에 대한 억제

작용(Nanba et al, 2000) 등이 있으며 잎새버섯의 열수추

출물인 MD-fraction에는 항암 및 면역조절작용이 있는데,

표고, 양송이, 느타리버섯, 팽나무버섯보다 매우 높은 항

암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Mark, 2001).

잎새버섯은 일본에서는 생산량이 네 번째가 될 정도로

생산 및 소비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산농가

가 3~4농가로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

근에 기능성 버섯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

작하고 있으며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국내 버섯시장은 느타리버섯, 큰느타

리버섯, 팽이, 표고 등 일부 버섯품목에 편중되어 재배되

므로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소득이 안정되지 못

하여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잎새버섯을 재배하려는 농가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잎새버섯은 생리 특성

상 균사 활력이 약하고 발이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안정적

인 재배기술 개발이 미흡하여 재배농가가 조기에 확대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잎새버섯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톱밥배

지(Chung and Joo, 1989), 봉지 및 병재배용 적합배지

(Kim, 2008; Kim et al, 2008), 봉지 및 원목재배기술

(Lee, 2013) 등이 일부 개발되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병재배를 위하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잎새버섯 병재배 시 안정생산을 위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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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조성비를 구명하여 잎새버섯 재배를 활성화하고자 수

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 및 배지조성

시험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육성한

잎새버섯 ‘참’품종을 사용하였으며, 종균은 참나무톱밥+밀

기울(80:20, v/v) 조성으로 톱밥종균을 사용하였다. 배지재

료는 모든 처리에서 동일하게 참나무톱밥, 옥수수피 및 건

비지를 시용하였으며, 배지조성 비율은 참나무톱밥: 옥수수

피: 건비지를 건조중량비율로 T1(67:11:22), T2(68:15:17),

T3(74:14:12) 처리를 하여 관행적인 방법에 따라 혼합, 수

분 조절을 한 후 병 용량이 900ml, 병 구경이 65mm인 내

열성 PP(Polypropylene)병에 입병, 살균, 무균상태에서 접

종하였다.

배지성분 분석

단일 배지 재료 및 혼합 배지의 수분함량은 105
o
C 건조

중량법으로, 배지재료 성분분석은 시료를 건조, 분쇄한 후

총탄소 함량은 회화법, 총질소 함량은 단백질자동분석기

(Buchi B-324)를 이용한 Kjeldahl법으로 정량분석하였다.

균사배양 및 재배

균사배양은 온도 21±1
o
C, 무가습, CO2함량 3,000±

1,000 ppm에서 하였으며, 발이 및 생육은 온도 17±1
o
C,

상대습도 97~100%, CO2함량은 1,000±200 ppm에서 하

였다. 

수량특성 조사 및 통계분석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하였으며, 발이

율은 총 입병수에 대한 발이된 병수의 백분율, 이병률은

총 입병수에 대하여 생육 중 세균성병 및 푸른곰팡이병

등이 발생된 병수의 백분율, 수확률은 총 입병수에 대한

버섯이 수확된 병수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갓색은 육안

및 헌터 색차계(Hunter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

를 이용하여 명도, 적색도, 황색도를 측정하였으며 갓의

크기는 자실체 다발에서 갓을 채취하여 측정하였고, 병

당 자실체 다발 크기와 중량을 측정하고 수량은 병재배

농가의 1일 평균 입병량인 10,000병을 기준으로 산출하

였다. 수량의 유의성 분석은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지 성분 특성

배지재료별 수분함량은 참나무톱밥이 35.3%, 옥수수피

7.4%, 건비지 11.7%로 참나무톱밥이 가장 높았다(Table

1). 총 탄소 함량은 53.1~55.0%로 배지재료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총 질소함량은 참나무톱밥 0.2%, 옥수수피

1.6%, 건비지 5.7%로서 건비지가 가장 많아 탄질율은

참나무톱밥 275, 옥수수피 33.8, 건비지 9.3이 되어 건비

지가 가장 낮았다. 참나무톱밥: 옥수수피: 건비지를 건조

중량비율로 T1(67:11:22), T2(68:15:17), T3(74:14:12)

처리 시(Table 2), 총 탄소 함량은 54.0~54.4%로 처리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총 질소 함량은 T1처리에서 0.94%,

T2처리에서 0.86%, T3처리에서 0.71%로 주요 질소원인

건비지 함량이 많을수록 많았다. 따라서 탄질율은 T1은

57.4, T2는 63.0, T3는 76.6으로 건비지 함량이 많을수

록 낮았다. 

처리별 균사배양 특성

처리별 잎새버섯 재배특성 조사 결과, T1처리와 T2처리

는 균사배양일수는 29일, 초발이 소요일수는 13일, 자실

체 생육일수는 12일, 총 재배일수는 54일로 같았으나, T3

처리는 T1과 T2에 비하여 균사배양일수는 1일, 초발이

소요일수는 2일이 길어 재배일수는 3일이 길었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T3처리가 다른 처리에 비하여 주요 질

소원인 건비지 함량이 낮아 탄질율이 높았기 때문에 균사

Table 1. C/N ratio according to substrates

 substrates
Water content

(%)
T-C
(%)

T-N
(%)

C/N

oak sawdust 35.3 55.0 0.2 275.0

corn husk  7.4 54.0 1.6 33.8

dried bean-curd refuse 11.7 53.1 5.7  9.3

Table 2. C/N ratio according to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Treatment
number

 Substrate composition
Rate of substrate composition(%) T-C

(%)
T-N
(%)

C/N
Rate of volume Rate of weight Rate of dried weight

T1 
 oak sawdust: corn husk:
 dried bean-curd refuse

80:10:10 75: 9:17 67:11:22 54.0 0.94 57.4

T2 
 oak sawdust: corn husk:
 dried bean-curd refuse

79:14: 8 75:12:13 68:15:17 54.2 0.86 63.0

T3
 oak sawdust: corn husk:
 dried bean-curd refuse

83:12: 5 80:11: 9 74:14:12 54.4 0.71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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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속도가 늦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배지의 탄질율은 자

실체의 형성과 수율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탄질율이

낮을수록 배지분해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Philippoussis

et al, 2002). 

처리별 생육 특성

처리별 발이율은 T1처리와 T2처리가 72.6%와 72.1%

로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T3처리는 65.8%로 낮았는

데 이는 주요 영양원인 질소원을 함유한 건비지 함량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 4). 생육 중 세균

성 병 및 푸른곰팡이병 등의 발병률은 T1처리가 9.8%로

서 T2처리의 4.1%, T3처리의 3.7%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T1처리 시 주요 영양원으로 질소원을 함

유한 건비지 함량이 과다하여 이병률이 높았던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Yoo 등(2010)이 큰느타리버섯의 세균성무름

병은 생육환경요인 뿐 아니라 배지 양분과다에 의해서도

자실체의 외부오염환경에 대한 방어능력이 약화되어 발생

이 될 수 있다고 한 보고와 같은 경향으로 생각되었다. 총

입병수에 대한 버섯이 수확이 된 병수의 비율인 수확률은

T2처리가 70.5%로서 T1처리 64.1%, T3처리 63.6%에 비

하여 높았다. T1처리와 T2처리는 발이율은 비슷하였으나

T1처리가 이병률이 높아서 T2처리가 수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처리별 수량 특성

처리별 버섯의 수량 특성 조사 결과, 갓색은 육안으로

볼 때는 회갈색이며 건비지 함량이 적어질수록 헌터색차

계 측정 시 명도와 적색도는 높아지고 황색도는 낮아져서

갓색이 옅어지는 경향이었다(Table 5). 갓의 너비 및 두께

는 각각 29.4~30.6 mm, 1.6~1.7 mm, 자실체 다발 장경,

단경 및 높이는 각각 118.9~120.3 mm, 99.9~102.4 mm,

63.6~65.3 mm로 처리 간 큰 차이가 없었다. 병당 자실체

중랑은 T3처리가 72.4 g으로 T1처리의 85.5 g, T2처리의

83.3 g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T3처리가 다른

처리에 비하여 갓과 다발의 수량 특성은 큰 차이가 없었

으나 배지 중 주요 질소원인 건비지 함량이 적어서 갓 개

체수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병수 10,000병에 대

한 수량은 T2처리가 587 kg으로 T1처리의 548 kg, T3처

리의 460 kg에 비하여 각각 7% 및 28%가 높았다. T2처

리가 수량이 가장 높았던 것은 T1처리를 T2처리와 비교

할 때 병당 자실체 중량은 비슷하였으나 이병률이 높아

수확률이 낮았기 때문이며, T3처리는 다른 처리에 비하여

질소원이 적어서 수확률 및 병당 자실체 중량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나무톱밥: 옥수수피: 건비지 배지조성비율 시험에서

T1처리(67:11:22)는 질소원이 과다하여 이병률이 높아져

서 수량이 감소하였으며 T3처리(74:14:12)는 질소원이 부

족하여 수량이 감소하여, T2처리(68:15:17)가 잎새버섯

병재배 시 적합한 배지 조성비율로 판단되었다. 

적 요

본 연구는 잎새버섯 병 재배시 적합한 배지조성비율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배지조성은 참나무톱밥: 옥수수피: 건비지를 건물중량 비

율로 T1처리(67:11:22), T2처리(68:15:17), T3처리(74:14:12)

Table 3. Cultivation period according to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Treatment
number

Spawn run 
period
 (days)

Primordia 
formation 

period
(days) 

Fruit body
development 

period
(days)

Cultivation
period
(days)

T1 29 13 12 54

T2 29 13 12 54

T3 30 15 12 57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Treatment
number

Rate of primordia 
formation

(%)

Rate of disease 
contraction

(%)

Harvesting rate
(%)

T1 72.6aa 9.8a 64.1b

T2 72.1a 4.1b 70.5a

T3 65.8b 3.7b 63.6b
 a 

DMRT at 5% level.

Table 5. Yiel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ates of substrate composition

Treatment 
number

Pilus color Pilus size(mm) Fruit body cluster size(mm) Fruit body 
weight 

(g/bottle)

Yield
(kg/10,000

bottles)

Yield
IndexEye

Hunter color valuea

Width
Thick-

ness
Long 

diameter
Short 

diameter
Height

L a b

T1 Grayish brown 47.3 4.7 11.6 30.6 1.7 120.3 102.4 65.3 85.5ab 548b 100

T2 Grayish brown 49.4 4.6 13.4 29.4 1.6 119.0 101.3 64.4 83.3a 587a 107

T3 Grayish brown 51.0 3.9 13.6 29.9 1.6 118.9 99.9 63.6 72.4b 460c 84
a
 Hunter color value: L(lightness), a(+red~green-), b(+yellow~blue-); 

b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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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처리를 두고 시험한 결과, 발이율은 T1처리에서 72.6%,

T2처리에서 72.1%로 두 처리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T3처리에서는 65.8%로서 다른 두 처리에 비하여 낮았다.

이병률은 T2처리에서 4.1%, T3처리에서 3.7%인데 비하

여 T1처리에서는 9.8%로 가장 높았다. 수확률은 T1처리

에서 64.1%, T3처리에서 63.6%인데 비하여 T2처리에서

는 70.5%로 가장 높았다. 병당 자실체 중량은 T1처리에

서 85.5 g, T2처리에서 83.3 g으로 두 처리 간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나 T3처리에서는 72.4 g으로 다른 두 처리에

비하여 낮았다. 

입병 수 10,000병 기준으로 재배 시 수량은 T2처리에서

587 kg으로 T1처리 및 T3처리에 비하여 각각 7% 및

28%가 높았다. 따라서 잎새버섯 병재배 시 적합한 배지조

성비율은 건조중량비율로 참나무톱밥: 옥수수피: 건비지

가 68:1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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