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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질전환 기법에 의한 신품종 느타리 ‘천화심’의

육성 및 자실체 특성

신평균*·유영복·공원식·오연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Characteristics and breeding of a new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variety ‘Chunhwashim’ by using 
cytoplasmic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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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 strains was selected by crossing between dikaryotic strain ASI 0628 (Dagul) bred from ASI 2596 (Suhan No.3)
and ASI 2782(Black pileus mutant) and monokaryotic strain ASI 2344-84. The strain 84 that shown the best cultural
characteristics was selected to be a new cytoplasmic hybrid variety and named as ‘Chunhwashim’. The ‘Chunhwashim’ shown
incompatibility among them forming the confrontation growth line against parental strains ASI 0628 (Dagul) and ASI 2344
(chunchu 2ho). Fruiting body produced about 161.4±4.8 g per bottle. And also the individual generation of fruit body is multiple
than chunchu2ho as 40.9. The ‘Chunhwashim’ was cytoplasmic hybrid included hybrid DNA bands of parental strains ASI 0628
(Dagul) and ASI 2344 (chunchu 2ho) by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primer, and mitochondria DNA band of
monokaryotic ASI 2344 (chunchu 2ho) using mitochondria microsatellite DNA marker. This new cytoplasmic hybrid variety
'Chunhwashim' of oyster mushroom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of individual generation and deeply grey color of pi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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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느타리버섯류는 전세계적으로 자생하는 버섯으로 송이

버섯과, 느타리버섯속에 해당되며 각종 활엽수의 고사목

에 총생 또는 군생으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옛날부터 미

루나무버섯 또는 버드나무버섯 등으로 불리어졌으며, 서

구에서는 그 맛과 향기가 굴과 같다하여 굴버섯(oyster

mushroom)이라고 부르고 있다(Berry, 1998; Chang et

al., 1993; Chang and Quimo, 1982). 우리나라에서는 느

타리, 사철느타리, 여름느타리, 큰느타리(새송이), 노랑느

타리, 분홍느타리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버섯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Yoo et al, 2005; MAFRA,

2013).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느타리버섯은

초기 자연기후에 의존하는 원목재배를 거쳐 균상, 병재배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최근에는 재배시설의 자동화에

따라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중

안정생산이 가능한 병재배 또는 봉지재배 형태가 증가되

고 있다(Hong et al.,1992).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느

타리버섯은 70여종이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재배되

고 있는 다수의 품종이 도입종 내지는 선발된 품종으로서

UPOV 및 FTA에 의한 문제 소지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

인의 입맛에 맞는 대가 굵고 긴 고품질을 보여주는 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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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한1호는 외국 도입품

종으로 균상재배나 봉지재배에 적합하나 최근에는 병 재

배용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병 재배용으로는

다발성으로 수량이 좋은 도입선발 품종인 춘추느타리2호

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품종육성이 시급히 요망

되며, 앞으로는 우리 고유의 품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많은 품종육성과 보급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Yoo et al., 2008, 2009, 2012; Lee et al.,

2010; Korea Seed & Variety Service, 2012). 

 느타리버섯은 자웅이주성으로 4극성 교배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품종 개발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시

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육종방법은 보편적으로 단핵균주

를 이용한 교잡방법(Mon-Mon)과 Di-Mon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잡효율이 높은 Di-Mon 법을 느타리버

섯의 육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느타리버섯에서

육종효율 증진방안으로 미토콘드리아 마커를 개발하여 품

종구분에도 이용하고 있다(Shin et al; 2006, 2012).

 최근에는 세포질의 영향을 고려한 육종방법으로 세포

질전환 육종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 방법은 미토콘드리

아의 유전성을 이용하여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도입한 데

기인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균류의 표현형을 지배한

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버섯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종내 변이 폭이 커서 어떤 구조의 미토코드리아

DNA를 보유하는 가에 의해 표현형이 다르다는 것도 예

상된다. 실제로 재먹물버섯에 있어서 포자형성의 이상이

나, 양송이에 있어 균사체의 형태나 생육에 영향을 끼진

다고 보고하고 있다. 느타리버섯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다른 조합의 교잡주간 균사생육이나 자실체 형태

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Baptista-Ferreira et

al, 1983; Bello Mouhamadou et al, 2007; Barroso et al,

2000, Matsumoto and Fukumasa-Nakai, 1996).

본 연구에서는 다발성이 우수한 다굴(ASI 0628)의 2핵

균주와 춘추2호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Di-Mon 교잡을 통

하여 춘추2호의 미토콘드리아와 다굴의 핵이 하이브리드

된 세포질전환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우수계통 중

에서 다발성이 강하며 여름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천화

심’을 육성하였기에 육성경위와 품종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균주 배양
 품종육성을 위한 모본으로 사용된 균주는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버섯과에서 수집보관 중인 Pleurotus ostreatus

ASI 2596(수한3호) 와 ASI 2782(원형느타리 흑변이체),

Pleurotus ostreatus ASI 0628(다굴) 및 ASI 2344(춘추2

호)를 사용하였다. 선발균주의 배양 및 증식을 위해

Potato dextrose agar (PDA)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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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한 단포자의 균사체와 2핵균사체와 대치배

양을 통해 신 등(2006)의 방법으로 Di×Mon 교배를 하여

단포자 쪽의 균사체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clamp를 가

진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분자마커를 이용한 세포질전환 교잡주의 선발방법
수한3호와 원형느타리 흑변이체의 교잡종인 ‘다굴’의

이핵균주에 수한1호의 단핵균주와 교잡하여 교잡주를 선

발하였다. 여기에 1차로 미토콘드리아 microsatellite

DNA 마커 (MtPO1)를 이용하여 단핵균주 수한1호의 미

토콘드리아 밴드를 형성하는 교잡주를 획득하였다. 이

중에서 URP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다굴’의 2핵균주 핵

DNA 패턴을 가진 하이브리드 타입의 교잡주를 선발하

였다. 

교잡계통 선발을 위한 자실체 특성 분석
선발된 우량계통에 대한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배지조성은 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V/V)의 비

율로 혼합하였고, 수분함량을 65%로 조절 후 850 cc PP

병에 약 500 g정도를 입병하고 121
o
C에서 90분간 고압

살균 후 미리 준비해 둔 교배계통의 종균을 접종하였다.

배양온도 23
o
C, 습도 65%의 조건에서 약 30여일간 배양

후, 자실체 발생유도를 위해 균긁기를 실시하였고 마개

를 제거한 상태로 생육실에 이동하여 자실체를 유도하였

다. 자실체 수량 및 특성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

성조사요령(느타리버섯)에 의거 조사하였다(Korea Seed &

Variety Service, 2012).

DNA 다형성 분석
DNA 다형석 분석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에서 수집보존중인 모균주와 교잡주를 가지고 Baldrain

등(1999)의 방법으로 genomic DNA를 분리하였다. PCR

분석을 위한 Uniprimer kit (Seolin Scientific Co.)를 사용하

였으며, 미토콘드리아 마커는 미토콘드리아 microsatellite

DNA 프라이머 (MtPO1)를 이용하였다. PCR 증폭조건은

PCR primix kit(Bioneer Co.)를 이용하여 94
o
C에서 5분

간 DNA 변성시킨 후 94
o
C에서 1분, annealing은 59

o
C에

서 1분, DNA 합성은 72
o
C에서 2분으로 하여 총 28

cycles 실시하였으며 최종 DNA 합성은 72
o
C에서 10분으

로 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아가로스 겔상에서 DNA

밴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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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육성경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수집보존중인 균주 중에

서 Pleurotus ostreatus ASI 2596(수한3호)와 ASI 2782(

원형느타리 흑변이체)의 단포자 교잡을 통하여 선발되어

품종화된 다발성이 우수한 다굴(ASI 0628)의 2핵균주와

춘추2호의 단포자를 분리하여 Di-Mon 교잡을 통하여 춘

추2호의 미토콘드리아와 다굴의 핵이 하이브리드를 가진

120여점의 세포질전환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80균

주중에서 URP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다굴’의 2핵균주 핵

DNA 패턴을 가진 26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이 중에서 수

량성이 우수한 3개 교잡주의 자실체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발이일수가 2일이나 빠르면서 수량성이 좋은 품종을 선

발하여 ‘천화심’이라 명명하였다(Fig. 1).

세포질전환 교잡주의 선발
생물의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로 그

대부분이 핵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세포질에도 유전정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핵

외유전자라고 한다. 식물에서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라

는 세포내 소기관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 각각 특유한 형

질을 지배하고 있다. 핵외유전자는 유성생식시 모친의 것

만이 자손에 전달되어 모성유전(세포질유전) 되기 때문에

우량한 핵외유전자를 다른 종이나 품종으로 바꿔 옮기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Matsumoto and Fukumasa-

Nakai; 1996.). 즉 세포질전환 방법은 예를 들어 A품종의

세포질을 B품종에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A품종을 모친으

로 하여 B품종과 교배하고 그 잡종을 모친으로 하여 다시

B품종을 교배하는 역교배를 되풀이한 다음 최종적으로 핵

의 유전자는 B품종의 것을, 세포질은 A품종의 것을 갖는

Fig. 1. The pedigree of new cultivar ‘Chunhwashim’ in
Pleurotus ostreatus.

Fig. 2. Strategy for cytoplasmic hybrid breeding in the oyster
mushrooms.

Fig. 3. Selection of hybrid breeding between P. ostreatus ASI 0629(Dagul) and monokaryotic P. ostreatus ASI 2344(chunchu2ho).
from left Dagul, Chunchu2ho and Cytoplasmic hybrids. 

Fig. 4.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cytoplasmic hybrid breeding between dikaryotic P. ostreatus ASI 0629(Dagul) and
monokaryotic P. ostreatus ASI 2344(chunchu2ho). a : Chunchu2ho, b : Dagul, c : Hybrid 50, d : Hybrid 168, e : Chunhwa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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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위해

미토콘드리아를 동정할 수 있는 분자마커를 개발하였다

(Shin et al.; 2012).

이 미토콘드리아 마커와 기존의 유전체 DNA를 동정할

수 있는 URP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전략을

수립하여 세포질전환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1차적으로 미

토콘드리아 DNA마커로 춘추2호의 미토콘드리아 가진

80점의 교잡주를 선발였고, URP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유

전형이 하이브리드나 다굴 품종을 나타내는 26점의 교잡

주를 선발하였다(Fig. 3). 선발된 교잡주의 자실체 특성을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이 우량계통 3계통을 선발하여

생산력 검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신품종 ‘천화심’의 주요특성 
고유특성

선발된 천화심(84)의 대선형성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모본인 다굴과 춘추2호 그리고 천화심을 대치배양하였을

때 Fig. 5와 같이 서로 선을 뚜렷하게 형성하여 새로운 품

종임이 확인되었다. 신품종 ‘천화심’의 세포질전환균주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균사체

로부터 DNA를 분리후 핵패턴 분석을 위해 URP4 프라이

머를, 미토콘드리아 움 분석을 위해 MtPo1 primer를 이

용하여 PCR를 시도한 결과 Fig. 6과 같이 신품종 ‘천화심’

이 춘추2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다굴 및 춘

추2호의 핵이 하이브리드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세포

질전환 균주임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신품

종 ‘천화심’은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간의 구

별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변특성

‘천화심’의 자실체 특성은 Table 1과 같이 1차 선발에서

배양기간 28일, 초발이소요일수 4일, 생육기간 4일로 전

체 재배기간은 36일로 춘추2호보다 1일정도 빨리 생장하

였다(Fig. 4). 개체발생수가 42개로 춘추2호의 20개보다

2.1배 높은 다발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량은 131g으

로 춘추2호와 유사하였다. 최종 선발에 있어서는 Table 2

와 같이 개체발생수가 많았고 수량은 춘추2호가 높았다.

또한 생산력 검정을 통해 시기별로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

였을 때 Fig. 7과 같이 겨울재배에는 갓색깔이 춘추2호보

다 더 진한 색깔을 띄었고, 봄재배시에는 춘추2호가 더

상품성이 좋았으나 여름재배시에는 춘추2호보다 상품성

이 좋아 춘추2호의 약점인 여름재배시 재배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배농가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높은 다발성을 나타내어 농가들로부터 거부감

없이 재배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재배특성

‘천화심’의 균사배양은 22~24
o
C, 균굵기 후 발이온도

14~17
o
C, 습도 95% 수준, 초발이 후 온도 16

o
C, 습도

Fig. 5. Formation of incompatibility line in new cultivar
'Chunhwashim' on PDA medium. a : chunchu2ho, b : Dagul,
c : Chunhwashim.

Table 1.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for selection of breeding Pleurotus ostreatus varieties

Strain No.
 Yield

(g/bottle)
Total stipe

(EA)
Available stipe

(EA)
Pileus(mm) Stipe(mm)

Width Length Diameter Length

Chunchu2ho 130±15.3 20±6.5 12±4.0 50±8.3 36±7.2 18±4.5 59±7.6

Dagul 81±9.9 44±7.0 23±5.6 43±6.1 19±5.7 10±2.0 68±7.7

50 114±11.7 33±8.7 25±6.1 37±5.9 12±1.3 15±3.8 7±7.1

168 99±16.7 30±7.9 18±4.9 50±6.3 24±5.4 16±3.5 57±5.6

Chunhwashim 131±14.9 42±7.0 25±5.1 51±5.6 21±6.3 18±5.3 52±3.9

Value represent means ±S.D of three experiments.

Fig. 6. PCR patterns of new cultivar 'Chunhwashim' using
primers URP4 (A) and MtPo1 (B). M : 100bp ladder marker,
a: Dagul, b: Chunchu2ho, c~f: Cytoplasmic hybrids between
dikaryotic P. ostreatus ASI 0628 (Dagul) and monokaryotic of
P. ostreatus ASI 2344 (Chunchu2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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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CO2 농도는 1200 ppm 수준에서 양호 하였다.

후기생육 시 CO2 농도가 낮을 시는 버섯이 대가 생장하

지 못하거나 갓이 빨리 개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 요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의 품종 육성을 위해서

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최근에는 분자

육종방법으로 마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교잡주를

선발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육종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교잡효율이 높은 Di-Mon 교배방법으로 부친의 핵과 모친

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질전환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느타리버섯 수한3호와 흑변이체의 교잡종인 ‘다굴’의 이

핵균주에 춘추2호의 단핵균주와 교잡하여 120여개의 교

잡주를 얻고 여기에 1차로 미토콘드리아 microsatellite

DNA 마커 (MtPO1)를 이용하여 단핵균주 춘추2호의 미

토콘드리아 밴드를 형성하는 교잡주 80개를 1차 선발하

였다. 선발된 80균주중에서 URP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다굴’의 2핵균주 핵 DNA 패턴을 가진 26교잡주를 선발

하였다. 이 중에서 수량성이 우수한 3개 교잡주의 자실체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발이일수가 2일이나 빠르면서 수량

성이 좋은 품종을 선발하여 ‘천화심’이라 명명하였다. 천

화심은 수량이 높으면서 여름에도 재배가 가능해 춘추2호

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춘추대체품종으로도 재배가 가능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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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cs of fruit body and mycelial growth of new cultivar 'Chunhwashim' on bottle cultivation

Cultivar
Spawn running

period
Fruit body

growth period
Individual generation 

No.
Stipe

Length Diameter

Chunhwashim 28±5 8 40.9±16.5 63.6±6.9  15.5±2.1

chunchu2ho 28±5 9 34.5±13.5 65.3±15.2 14.4±3.6

Cultivar Pileus diameter Pileus thickness Yield (g/bottle) Index of yield(%) Available stipe No.

Chunhwashim 55.8±10.4 27.7±9.8 161.4±4.8 94 18.6±5.1

chunchu2ho 52.6±0.6 36.9±2.0 171.9±9.1 100 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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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plicated yield trial of new cultivar ‘Chunhwashim’. 



134 신평균·유영복·공원식·오연이

213003-04-2-CGI00)에 의해 이루어진 일부 연구결과입

니다.

References

Baldrian P, Gabriel J, Pospisck M. 1999. Improved isolated

of nucleic acids from basidiomycetes fungi. Biotechniques.

27:458-460.

Baptista-Ferreira JLC, Economou A, Casselton LA. 1983.

Mitochondria genetics of Copprinus : Recombination of

mitochondria genomes. Curr Genetics. 7:405-407.

Barroso G, Sonnenberg ASM, Van Griensven LJLD,

Labarere J. 2000. Molecular cloning of a widely

distributed microsatellite core sequence from the

cultivated mushroom Agaricus bisporus. Fungal Genet

Biology. 31(2):115-123

Berry DR. 1988. Physiology of industrial fungi.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USA

Chang S T, Quimo TH. 1982. Tropical mushrooms. The

Chinese Press, Hong Kong. 

Chang S, Miles P. 2004. Mushrooms cultivation, nutritional

value, medicinal effect, and environmental impact, 2nd

edition. CRC Press, USA.

Chang ST, Buswell JA, Chiu SW. 1993. Mushroom biology

and mushroom products. Chinese University Press, Hong

Kong.

Hong BS, Kim SJ, Song CH, Hwang SY, Yang HC. 1992.

Development of Substrate and Cultural Method for the

Cultivation of Pleurotus sajor-caju. Korean Mycol. 20(4):

354-359.

Korea Seed & Variety Service. 2012. http://www.seed.go.kr. 

Lee BJ, Kim YG, Kim HK, Yang ES, Lim YP. 2010.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mushroom media for bottle

culture in new Pleurotus ostreatus ‘Miso’. J Mushroom

Sci Prod. 8(1):37-40.

Matsumoto T, Fukumasa-Nakai Y. 1996. Mitochondria DNA

inheritance in sexual crosses of Pleurotus ostreatus. Curr

Genet. 30:549-55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www.mafra.go.kr.

Mouhamadou B, Ferandon C, Chazoule S, Barroso. G. 2007.

Unusual accumulation of polymorphic microsatellite loci

in a specific region of the mitochondrial genome of two

mushroom-forming Agrocybe species. FEMS Microbiol

Lett. 272:276-281.

Shin PG, Kim HJ, Choi CS, Yoo YB, Kong WS, Jang KY,

Oh YL, Cheong JC, Suh JS, Oh SJ, Lee KH 2013.

Characteristics and breeding of a new multi-generation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variety ‘Dagul’. J

Mushroom Sci Prod. 11(3):154-158.

Shin PG, Oh SJ, Yoo YB. 2006. Improvement of sporeless

strain in oyster mushroom Pleurotus ostreatus. J

Mushroom Sci Prod. 4(2):53-56.

Shin PG, Yoo YB, Jang KY, Kong WS, Park YJ. 2012.

Patent Number 1166781.

Yoo YB, Kim EJ, Kong WS, Jang KY, Shin PG. 2012.

Characterization of a new commercial strain ‘Guseol’ by

intra-specific hyphal anastomosis in Pleurotus ostreatus. J

Mushroom Sci Prod. 10(3):109-114.

Yoo YB, Kong WS, Oh SJ, Cheong JC, Oh SJ, Jang KY,

Jhune CS. 2005. Trends of mushroom science and

mushroom industry. 2005. J Mushroom Sci Prod. 3:1-23.

Yoo YB, Lee SC, Jung WS, Jang KY, Kong WS, Cheong

JC, Oh SJ, Jhune CS. 2008. Characterization of a new

variety ‘Chung’ by intra-specific hyphal anastomosis in

Pleurotus ostreatus. J Mushroom Sci Prod. 6(2):47-51.

Yoo YB, Lee SC, Kim EJ, Kong WS, Jang KY, Shin PG.

2009. Characterization of a new commercial strain ‘Goni'
by intra-specific hyphal anastomosis in Pleurotus

ostreatus. J Mushroom Sci Prod. 7(3):13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