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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characters and harvest time for the artificial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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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has been used a culinary material and traditional medicine for a long time in
worldwide and recently the researches to find biological effects have been increased such as dopamine activation, preventive
effect against phytopathogens, inhibitive effect against erythrocyte coagulation, anti-oxidative effect, anti-tumorigenic effect,
etc. However it is hard to cultivate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it is impossible to be mass-produced 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 this study we found the appropriate cultivation period and the harvest point for it. For life cycle (from
primordium formation to harvest) the morphology, weight, and quantity of polysaccharide of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were measured using with 5 bodies per a day and it could be divided for 4 stages; primordium formation, growth, needle
maturation, and aging. And then from the results the Zeide nonlinear growth curve could be gotten. At 13th day after
cultivation there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media weight and body weight and at 14th day after cultivation the
rate of polysaccharide in the body was 11 %. However in the case of O2 insufficient supply the malformation of them was
observed.

KEYWORDS: 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Life cycle, Zeide nonlinear growth curve, the 14th day after cultivation

서 론

버섯은 예로부터 자양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

섯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의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

다(Agrahar-Murugkar Subbulakshmi, 2005). 버섯 수요

충족을 위한 인공재배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질

적으로 중국은 서기 600년부터 목이버섯(Auricularia

auricular)을, 프랑스에서는 17세기부터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을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Kües Liu, 2000).

식용적 가치가 있는 침버섯(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은 Phanerochaetaceae에 속한다. 이 버섯은 Dr. Aitcheson

이 인도 캬슈미르의 Gulmarg에서 비 오는 날 썩은 나무

에서 채취하여 Kew Museum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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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섯 중 하나로 초기에는 Hydnum aitchisonii Berk.으

로 명명되었다(Berkeley, 1816).

침버섯의 육질은 연질이며, 색깔은 신선할 때는 연한 노

란색을 띠고 마르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며, 갓의 바늘에

포자가 맺히고 대가 없다. 쫄깃한 식감과 고유의 향으로

샐러드에 적합하며 각종 요리에 첨가했을 때 풍미를 더하

기에 식용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난다. 

더불어 균을 배양하거나 버섯을 재배할 때 나오는 향은

1-phenyl-3-pentanol과 1-phenyl-3-pentanone을 등을 포

함하고 있어 도파민 활성(Okuyama, et al., 2004), 식물

성병원균에 대항하는 능력(Nishino et al., 2013)을 가진

다. 이와 함께 버섯에서 추출된 다당류는 적혈구응집억

제 작용(Kawagishi, et al., 2001)이 뛰어나며 항산화 물

질(antioxidant)을 가지는 동시에 항암작용(Kokubo et al.,

2011)을 가져 약학적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의 고산지대에서 발생

된다는 지리적 특이성과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침버섯의 생육조건 및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침버섯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여 생육패턴을

파악하고 생장 단계별 다당류 함량을 조사하여 균일한 시

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시기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및 배지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보관하

고 있는 ‘JF33-02’이다. ‘JF33-02’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

는 침버섯을 조직 분리하여 인공재배에 적합하도록 개량

시킨 균주이다.

발효 참나무류 톱밥, 건조맥주박, 옥수수가루, 미강을

이용하여 배합된 배지는 850 ml 병에 600 g을 일회용

pp병에 입병하여 멸균한 후 15
o
C로 냉각시켜서 사용하

였다

접 종

접종원 제조는 Φ 90 mm petri-dish에 배지 20 ml씩을

분주한 후에 중앙에 Φ 5 mm 균주를 접종하였으며 균사

체가 Φ 80 mm 크기까지 자라면 접종원으로부터 반경

30 mm 원을 그린 다음 그 원주를 따라 Φ 10 mm 코르크

보러(cork borer)로 punching 하고 이를 병당 5개씩 치상

하였다.

배양조건 및 발생처리
접종된 배지는 25

o
C 배양실에서 만연하고 황변화될 때

까지 암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15
o
C 저온실에

서 14일간 후숙처리하였고 후숙이 끝난 병 측면에 Φ30

mm 원형으로 타공하여 발생을 유도하였다.

측정 및 분석
침버섯의 생육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침버섯 자실체의

생장곡선을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추출물의 균일성과 최

적 채취시기를 제시하기 위해 원기형성일로부터 시기별

다당류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고려하지 못한 환경요인

을 해소하기 위하여 3~4일 간격으로 접종과 입병을 32병

씩 10회 반복 하였다.

시기별 버섯 생장량 측정 방법은 원기형성일 부터 개체

가 탄력을 잃어버릴 때까지 매일 최소 5개체를 수확하여

생물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때 배양 도중 오염되거나 돌

연변이로 발생되는 개체들은 제거하였다. 따라서 모집단

의 표본 수는 282개체이다.

측정된 데이터는 분산과 모형의 상관계수, 모형 적합도

와 그래프 추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성장 모델을 선택하였

다. 이와 함께 개체간의 생중량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수확 후 버섯배지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다당류 분석을 위해 건조된 버섯을 분쇄한 후 부피의 5배

되는 95% ethanol에 4
o
C에 24시간 동안 침지한 시료를 사용

Table 1. Fresh weight of M. aitchisonii During Fruiting Periods**

Fruiting
Periods (day)

Mean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Mean

Fresh Weight**(g)

02 6.6 .7 .3

03 17.5 2.3 .8

04 29.8 3.6 1.6

05 45.1 6.9 2.8

06 55.3 8.3 3.1

07 77.1 5.4 1.9

08 85.6 10.7 4.4

09 95.9 11.3 4.3

10 100.8 10.3 3.6

11 118.4 14.1 4.3

12 115.6 9.9 4.4

13 136.5 15.4 4.1

14 141.9 13.6 2.5

15 145.8 16.3 2.9

16 150.8 19.3 4.2

17 148.8 20.9 3.7

18 156.7 23.5 5.1

19 173.2 10.8 3.6

20 175.8 5.3 1.9

21 158.6 16.9 3.1

22 165.0 21.2 10.6

23 167.0 2.8 2.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Pearson Cor-

relation = 0.893; Sig. (2-tailed) = 0.000; N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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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침지된 시료는 점차적으로 1000 rpm, 2000 rpm,

3000 rpm에서 각각 1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30℃에서 12

시간 60
o
C에서 24시간 열풍 건조하였다. 열풍 건조가 끝난

시료는 항량이 될 때까지 방치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버섯 생중량과 재배일과의 관계
침버섯을 원기형성이 되는 시기로부터(재배 1일) 282

개체를 채취한 결과 재배일과 생중량과의 관계는 피어

슨 상관계수 0.893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Table 1은 재배 기간에 따른 생중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버섯 생중량과 톱밥배지 무게 감소와의 관계
침버섯의 생중량 변화 가속도가 감소하는 시기인 13일

부터 버섯 배지 감소량과 수확된 버섯의 생중량은 비례의

관계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버섯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만큼 자실체의 무게는 증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생장곡선

생장곡선은 특이점 (Singular point), 변곡점 (Inflection

point),생장 임계점(Critical point)을 고려하여 추정해야한

다. 침버섯은 2개의 특이점을 가지면 위치는 원기형성을

하는 지점과 원기형성에서 자실체로 변화는 지점(3~4일)

이다. 침버섯의 부피가 주로 생장하는 시기에서 바늘이

길어지는 지점(9~10일)과 자실체 끝 부분이 뒤로 휘어지

고 탄력이 떨어지는 지점(14~15일)에서 생장 가속도가 바

뀌는 변곡점을 가지며 자실체 생중량170g(약20일)되는

지점에서 생장 임계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Eq. 1 (Zeide, 1993)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lnV = b1*ln(t)+b2*ln(t)
2
········································· (Eq.1)

where, The V is a Fresh Weight, The t is Fruiting

Periods, 

시기별 분류
생장곡선과 버섯의 상태를 파악한 결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Fig. 1). 원기형성을 하여 자실체의 모습을 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sh Weight by Media Reduction**

Mean ± Std Error Std. Deviation Variance Skewness ± Std Error Kurtosis ± Std Error

Media Reduction (g) 157 ± 202.0 204.0 406.0 299.5 ± 3.2 39.9 ± 1595.4

Fresh weight (g) 197 ± 75.7 115.3 191.0 152.1 ± 1.4 19.5 ± 380.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Pearson Correlation = 0.456

Table 3. Coefficients of Growth Equ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95.0% Confidence Interval for B

B Std. Error Beta Std. Error Lower Bound Upper Bound

ln(t) 3.120 .023 1.703 .012 138.349 .000 3.076 3.164

ln(t)2 -.475 .008 -.712 .012 -57.869 .000 -.491 -.459

Correlations Collinearity Statistics

Zero-order Partial Part Tolerance VIF

ln(t) .996 .993 .208 .015 66.998

ln(t)2 .978 -.961 -.087 .015 66.998
**

 Dependent Variable: lnV

Fig. 1 Growth Curve of M. aitchiso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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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전까지(A), 부채 모양의 자실체를 가추고 부피생장

을 하는 단계(B), 자실체의 부피생장이 줄어들고 바늘이

주로 생장하는 시기(C), 자실체의 끝이 뒤 쪽으로 휘어지

면서 탄력을 잃어가는 시기(D)로 세분하였다(Fig. 2). 

A부터 B단계 사이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 침버섯은 자

실체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바늘이 주로 생장

하는 C시기로 넘어 갔으며(Fig. 3) A부터 C단계에 상

대습도가 부족할 경우 자실체는 급격하게 탄력을 잃어

갔다.

시기별 다당류 함량 변화
침버섯의 건물량과 효율(다당류량(g)/건물량(g))은 노후

화되는 시기(14~15일)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Fig. 4). 침버섯의 다당류 최적 효율은 14일

에 11.0% 이었으며 생장임계점(14~15일)의 건조량은

13.85±0.24 g(Mean±SEM), 다당류 함량은 1.49±0.026 g

(Mean±SEM)로 측정되었다.

적 요

침버섯 자실체는 원기형성일로부터 exp{b2 * ln(t)
2
 + b1

Fig. 2 Growth stage of M. aitchisonii by growth curve.

Fig. 3 Oxygen lack on Fruiting Period of M. aitchisonii.

Fig. 4. Yield of polysaccharide production and Dra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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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t)}의 생장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재배후 20일째에는 생장 임계선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생장 임계선이 20일째 나타나지만 재배 14

일째부터는 다당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로 인해 재배후 14~15일(자실체 생중량 150 g)째

가 최적 수확시기로 사료된다. 이는 Choi et al. (2011)이

연구하여 발표하였던 침버섯의 균사 생장 패턴과 유사하

며 배양시기별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양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Park et al. (2004)는 표고버섯에서 채취 시기별

영양소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부위별 영양소 차이가 존

재한다고 하였다. 침버섯은 시기별 생장하는 부위가 다르

기에 시기에 따른 기능성 단백질 차이가 아닌 세부 부위

별 유효성분 분포 차이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Myung-Hee

et al. (2012)는 시판 되는 버섯의 부위 중 자실체에 주로

유효성분 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침버섯의 최적

수확시기는 버섯의 자실체에 해당하는 바늘의 생장이 거

의 정지되는 시점이기에 성장 시기별 기능성 물질의 생산

량의 차이인지 부위별 유효성분 분포 차이인지를 규명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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