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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 백색 팽이버섯 ‘백중’ 육성경과 및 품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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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in Flammulina velut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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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ekjung’ adaptable to high temperature was made by crossing between monokaryon derived from selfing of brown
strain and monokaryon derived from Korea white strain. In the condition that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10oC without low
temperature of 4oC suppressing treatment and wrapping during cultivation period, it showed good productivity than
Uri1ho(control). The optimum temperature of mycelial growth was 30oC and that of fruiting body initiation and development
were 14oC and 7oC, respectively. The days for the fruiting and yield were 7 days and 277±11.2 g per 1,100 ml bottle,
respectively. This variety needed high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up to 4,000 ppm for the goo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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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cCurt. ex Fr.)]은 현재

주름버섯목(Agaricales) 만가닥버섯과(Physalacriaceae)에

속하는 담자균으로 활엽수의 부후목에서 많이 발견되는

백색 목재부후균이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온대에서 한

대에 걸쳐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버섯이기도 하다(Kim and

Jeong, 2011). 특히, 팽이버섯은 자실체를 발생시키기 위

해 매우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며 이처럼 재배농가에서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온성 버섯 육종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집

균주들의 온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비교적 고온에 적

응하는 균주를 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백색품종 ‘백로’

를 육성한 바 있으며(Kong et al., 2008a) 중국에서는 다

양한 돌연변이체를 이용하여 고온성 버섯을 육종하는 연

구가 진행 중이다(Kang et al., 2013). 이번에 육성된 ‘백

중’은 갈색과 백색 품종을 교잡한 것으로 고온성 국내품

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고온성 백색 계통의 육성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팽이버섯 갈색 고유 균

주를 자식하여 육성한 이핵균주에서 단핵주를 분리하여

2010년 육성된 백색의 단핵주와 교잡하였다. 이들 중

F428 등 8개의 교잡균주를 선발하여 이들의 단핵주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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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우수한 백색품종의 단핵주 Mono-3와 여교잡하여

교잡계통을 육성하였다. 이부터 2012년에 걸쳐 우수한 이

핵균주를 선발하여 생산력 검정과 고온적응성 검정을 마

치고 신품종 심의를 통해 2013년 ‘백중’으로 명명되었다

(Fig. 1).

단핵균주 및 교잡균주 육성, 재배 특성조사
자실체로부터 포자를 받아 현탁 희석하여 단포자를 분

리한 후 발아시켜 단핵균주를 얻었다. 단포자 분리는 증

류수에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MCM(mushroom complete

medium)이 든 평판배지에 1×10
-4
로 희석하여 약 50 µl를

도포하여 25
o
C에서 3~6일 간 배양한 후 각각의 균총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clamp가 없는 단핵균주를 새로운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로 옮겨 다음 시험에 사

용하였다. 교잡은 두 개 단핵균주를 같은 페트리접시의

PDA 배지에 10 mm 정도 띄워 접종한 다음, 25
o
C에서

7~12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후 양 균사가 마주치는 지점

에서 균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clamp의 존재를 확인

하고, 7일 후 균총의 양끝에서 다시 확인하여 clamp가

있는 것을 교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핵균

주로 확인된 교잡균주를 1,100 ml병에서 재배하여 자실

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배법은 표준재배법(Yoo, 2015).

을 따랐으며 균주 간 편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18
o
C에서 23일간 배양하였으며 균긁기 후 발이실 온

도 14
o
C, 상대습도 95

o
C에서 발이시킨 후 약 10일 후 4

o
C

억제실로 옮겨 생장을 균일하게 조절한 후 7
o
C 생육실로

옮겨 봉지를 씌운 후 갓 크기가 1 cm 내외에서 수확하면

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신품종 ‘백중’의 주요특성
‘백중’ 팽이버섯의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30

o
C이며 자실

체 발생 온도는 14
o
C, 억제온도 4

o
C, 자실체 생육온도는

7
o
C로 기존품종의 버섯 생육온도와 동일하고 고온 생육조

건(발이 시 18
o
C, 생육 시 10

o
C)에서 비교적 적응력이 강

하여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실

체의 갓은 백색 반반구형이며 성숙 시 갓 끝이 늦게 퍼지

며 대는 백색으로 굵고 곧으며 길이는 중간으로 다발성이

며 품질이 우수하다(Table 1). 

가변특성 
균의 보존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배지인 PDA 배지에서

온도별 균사생장을 조사한 결과, 대조군인 ‘우리1호’의 경

우 25
o
C에서 30

o
C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미

비해지는 반면 ‘백중’은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

아 ‘우리1호’보다 비교적 고온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으

Fig. 1. The pedigree of new variety ‘Baekjung‘ in Flammulina
velutipes

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Baekjung’

Variety
Primordia formation 

temperature(oC)
Growth

Temperature(oC) Shape of stipes Shape of pilei Color of fruiting body

‘Baekjung’ 14 7 Normal Hemi- spherical White

‘Uri1ho’ (control) 14 7 lLong Hemi- spherical White

Table 2. Mycelial growth of ‘BaekJung’ at the different temperature

Variety
Temperature, oC

10 15 20 25 30

‘Baekjung’ 10.7±0.6 24.0±1.0 40.7±0.6 48.7±0.6 53.7±1.5

‘Uri1ho’(control) 13.7±1.5 31.3±1.2 42.0±2.0 55.3±1.5 55.7±0.6

Fig. 2. Mycelial colony shapes at the differ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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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Table 2, Fig. 2). 톱밥종균을 사용한 병재배

에서 배양기간과 초발이 소요일수는 ‘백중’과 ‘우리1호’가

동일하였다(Table 3).

자실체 수량성
‘백중’ 품종의 생산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1,100 ml 병에

서 재배한 결과 초발이 소요일수는 27~32 일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수량은 평균 277±11.2 g으로 ‘우리

1호’에 비하여 다소 낮았다(Table 4). 

자실체 형태적 특성 
‘백중’의 자실체는 백색 반구형으로 다른 백색 재배품종

과 같이 순백계이다. 갓의 크기는 7.6±0.3 mm으로 대조구

인 9.7±0.9 mm의 ‘우리1호’보다 작은 경향을 보였고, 갓

의 길이도 102.9±1.5 mm로 대조구인 112.8±7.6 mm의

‘우리1호’보다 짧은 경향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품질은

우수하였다(Table 5, Fig. 3). 또한 고온에 대한 적응력을

검정하기 위해 생장을 균일하게 조절하는 억제기간을 두

지 않고 봉지를 씌우지 않은 10
o
C의 환경에서 재배한 결

과, 사진상으로도 대조군인 ‘우리1호’가 지나치게 생장하

여 상품성이 떨어진 것과 달리 ‘백중’은 다발성이 적당하

고 균일성도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

농가실증 
병재배 농가(1,100 ml) A에서 농가 실증을 한 결과, 기

존 재배 품종dnfl1호와 수량이 대등하였으며 품질이 낮은

버섯이 없었다. 재배 후기에 갓이 커지고 대길이가 다소

짧은 경향이 있었으나, 대가 굵고 중량도 양호하여 고온

에서의 재배뿐만 아니라 실제 재배에서도 생육이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Fig. 5). 

Table 3. A period for mycelial growth and fruiting in the
bottle filled with sawdust

(unit : days)

Variety
Mycelial 
growth 

Primordia 
formation 

From removing old 
spawn to harvest

‘Baekjung’ 30 11 ± 1 14 ± 1

‘Uri1ho’(control) 30 11 ± 1 14 ± 1

Table 4. Productivity of ‘Baekjung’ in the bottle cultivation 

Variety
Yield

The number of valid 
fruiting bodies(ea/bottle)

Fresh Weight
(g/1,100ml)

‘Baekjung’ 422±34.5 277 ± 11.2
a

‘Uri1ho’(control) 427±30.4 288 ± 11.5
a

Table 5.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n fruit-body of
‘Baekjung’ in the bottle culture

Variety
Color of 

pilei
Shape of 

pilei

Size of fruiting body (mm)

Pileus Stipe

Size
Thick-

ness
Length

Thick-
ness

‘Baek-
jung’

White
Hemi- 

spherical
7.6±0.3 3.3±0.2 102.9±1.5 2.5±0.3

‘Uri1ho’

(control) White
Hemi- 

spherical 9.7±0.9 4.9±0.6 112.8±7.6 2.6±0.5

* A±B, A; The average value of data, B; The difference 

Fig. 3. Morphology of fruiting body of new variety
‘Baekjung’

Fig. 4. Morphology of fruiting body without low-temperature
treatment and wrapping process at 10oC

Table 6. On-farm test of new variety cultivation(1,100ml
bottle)

Variety Repetition
Yield

(g/1,100ml)
Standard 
deviation

Averge

‘Baekjung’

First 360 23

360Second 365 15

Third 354 22

‘Uri1ho’

(control)

First 375 5

363Second 398 10

Third 3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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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다형성 분석
‘백중’ 품종을 URP11와 URP8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 보유 중인 백색품종들과 비교

한 결과 차이 나는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적 요

신품종 ‘백중’는 국내 고유 갈색품종과 백색품종의 여교

잡에 의해 육성된 고온성 국내 백색 품종이다. ‘백중’의

주요특성으로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30
o
C이며, 자실체 발

생 온도는 14
o
C, 자실체 생육온도는 7

o
C로 기존 재배조건

과 동일하다. 균긁기 후 발이까지 7일 정도 소요 되며 병

당(1,100 ml) 수량은 277±11.2 g 으로 ‘우리1호’와 대등한

수량성을 갖고 있으며, 발이 후 4
o
C 억제처리 및 봉지씌

우기를 하지 않고 10
o
C에서 생육했을 때 ‘우리1호’보다

상품수량이 높아 고온성 백색 팽이 품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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