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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톱밥재배용 신품종 ‘농진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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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of a new variety Lentinula edodes, ‘Nongj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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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gjin-go’ is a new breed strain of Lentinula edodes, saw-dust bag variety. It is a cross combination of dikaryon
Lentinula edodes ASI 3305mut and monokaryon L5-16 of L. edodes ASI 3305(Sanjo701ho). We crossbred them by 2011 and
verified productive capacity from 2012 to 2013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ptimum temperature of mycelial growth
is 30oC and it of fruit-body primodium formation is range from 15 to 23oC. Nongjigo is agricultured at mid-high temperature
well. Fruiting body is platy-hemisphere, light brown and centralizing. And bast is formed around edge of pileus. Yield productions
per period is regular than ‘Sanjo701’. Plastic bag culture medium is 1.5 kilogram and culture periods are 90~100 days. As its
browning of pileus in culture is a little slow, Light and ventilation is needed a lot in light-culturing. Humidity is controlled properly
for its color in fruit-body growing. Tested culture medium is consisted of 80% Oak-Tree saw-dust and 20% rice-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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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고(Lentinula edodes)는 봄, 가을에 활엽수의 썩은 나

무에서 발생하는 백색부후균이다(Kim et al, 2007). 중국

에서는 Shiang-gu, 일본에서는 Shiitake라고 불리며, 전세

계적으로 2번째로 중요한 식용버섯이다. 특유의 독특한

맛과 향으로 오랫동안 식자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동시

에 약리적인 효능으로 강장제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

섯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Shu-Ting et al.

2004). 

한국에서 표고는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어져 왔고,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 전라

도, 경상도 지역의 표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의보감 등 많

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Noh et al, 2015). 1886년에

는 제주도에서 원목을 이용하여 표고를 인공 재배한 기록

도 있다(Bak et al, 2010). 

표고는 전통적으로 참나무 류(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

참나무 등)의 원목을 이용한 방법으로 재배되어져 왔다

(Ryu et al, 2009). 하지만 원목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

급이 불안정해지고, 원목을 다루는데 높은 노동력이 드는

등의 단점으로 인해 톱밥봉지재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

다(Jhune et al, 2014).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표고 톱밥재배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재배 방법이 도입되었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 비해서 시작이 늦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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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고 톱밥재배용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교잡계통

을 육성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결과를 확인한 계통을 선

발하여 신품종 ‘농진고’로 출원을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연구에서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모본으로 사용된 표

고버섯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수집보관 중인

균주 중에서 RAPD 패턴분석을 통해 다양성을 띄거나,

다른 패턴을 가진 균주와 수량성이 높은 균주를 선발하여

시험균주로 사용하였다. 선발균주의 배양 및 증식을 위해

PDA배지를 사용하였다. 

단포자 분리 및 교잡
자실체로부터 포자를 받아 현탁희석하여 단포자를 분리

한 후 발아시켜 단핵균주를 얻었다. 단포자 분리는 증류

수에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버섯완전배지(평판배지)에 약

1×10
4
개/mL를 도포하여 25

o
C에서 3~6일간 배양한 후 각

각의 균총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clamp가 없는 단핵균

주를 새로운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로 옮겨 다

음 시험에 사용하였다. 교잡은 두 개 단핵 균주를 같은 페

트리디시의 PDA 배지에 10 mm 정도 띄워 접종을 한 다

음, 25
o
C에서 7~12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두 균주의

균사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균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clamp의 존재를 확인하고, 7일 후 균총의 양끝에서 다시

확인하여 clamp가 있는 것을 교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

주하였다. 

교잡계통 선발을 위한 자실체 특성 분석
Clamp확인 후 2핵 균주로 확인된 교잡균주를 1.5 kg봉

지에서 재배하여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배법은 상

면재배법으로 하였으며, 균주 간 편차에 따라 차이가 있

Table 1. List of L. edodes strains used in this study

Strain No. Origin
Quantity

Yeild (g) Number

3166 Japan 58.0 6.3

3200 China 114.6 16.1

3202 China 103.2 15.2

3210 Hungary 76.7 5.8

3230 America 161.3 13.7

3239 China 54.8 1.8

3244 Japan 85.1 11.6

3245 China 18.7 20.0

3265 China 56.9 2.2

3269 China 87.8 10.6

3287 China 53.5 3.2

3289 Cuatemala 11.5 2.7

3046 Korea 13.2 6.5

Table 2. Characteristics of fruit-bodies and growth

Strain
Growth temperature (oC)

Bast Pileus color Pileus shape
Mycelial Fruitbody 

PM-L5 30 15~23 edge of pileus light brown platy-hemisphere 

Nong-gi No.3 25 18~25 edge of pileus light brown platy-hemisphere 

Sanjo 701 30 18~25 edge of pileus light brown platy-hemisphere 

Table 3. Mycelial growth according to cultural temperature 

Strain
Mycelial growth temperature (mm, PDA, 7 days)

10oC 15oC 20oC 25oC 30oC

PM-L5 8.7±0.6 9.0±0.0 17.7±0.6 24.3±9.0 31.0±1.0

Nong-gi No.3 9.0±1.0 22.7±0.6 31.3±1.2 36.0±1.0 31.0±1.7

Sanjo 701 8.0±1.0 12.3±0.6 19.0±1.7 26.7±2.1 31.0±2.6

Table 4. Mycelial growth according to cultural medium

Strain
Cltural medium (mm, 25oC, 7 days)

PDA MCM YM MEA

PM-L5 24.3±9.0 21.7±1.2 23.0±1.7 27.0±1.0

Nong-gi No.3 36.0±1.0 35.7±0.6 32.0±1.0 37.3±0.6

Sanjo 701 26.7±2.1 32.3±0.6 28.3±1.5 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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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반적으로 22
o
C에서 30일간 암배양, 60~90일간 명

배양을 하였으며, 갈변이 완료되기 전 생육실로 옮겨 각

배지의 상단에서 1~2 cm 밑부분을 칼로 돌려서 봉지를

벗겨낸 후, 갈변촉진 작업을 통해 버섯을 발생시켰다. 자

실체 생육온도는 15~18
o
C로 설정하고, 실내습도 85~90%

로 설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700 ppm정도로 유

지되도록 하였다. 적절한 환경조건에서 주기별로 발생되

는 버섯의 수량, 갓 색, 갓 형태, 대 길이, 인피 등의 특성

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성경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 보유하고 있던 표고버

섯 수집균주에 대하여 자실체 특성을 조사를 하였다. 특

성검정 결과 우수한 균주 ASI 3305(mut)를 모본으로 삼

고, L5(3265-23*701-2)로부터 단포자를 분리하여 Di×

Mon 교배를 통해 우수계통으로 선발하였다. 2011년에 교

잡하여 2012년부터 2013까지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쳤다.

신품종 ‘농진고’의 주요특성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30

o
C이며, 버섯 발생온도는 15~

23
o
C로 중고온성이다. 자실체의 갓은 평반구형이며, 색깔

은 황갈색이고, 인피는 갓의 둘레에 생긴다. 버섯의 배양

은 1.5 kg 배지에서 최소 90~100일이 소요되며, 갈변이

다소 늦은 편이다. 버섯 발생형은 집중형이나, 산조701호

에 비하여 초기 발생이 다소 늦으면서 개체수가 10개 내

외이고, 주기별 발생이 고른 편이다. 톱밥 봉지재배 품종

으로 지면재배, 균상재배에 모두 적합한 편이다. 

자실체 수량성
자실체 수량은 1.5 kg 봉지 재배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

고, 균배양기간은 선발균주와 대조군(농기 3호, 산조701)

3개 균주 모두 100일로 통일하였다. 초발이 일수는 18
o
C

에서 선발균주는 11일, 농기3호는 11일, 산조701은 9일로

산조701보다는 느리고 농기3호와는 동일하였다. 총 재배

일수는 3주기까지 수확하였을 때, 선발균주 63±3일, 농

기3호 61±3일, 산조701 60±3일로 산조701보다 3일정도

느린 편이었다. 봉지 당 수량은 선발균주가 438.3±46.2 g,

농기3호가 392.7±28.8 g, 산조701이 495.0±41.8 g로 산조

701보다는 적지만, 농기3호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위의

결과를 주기별로 나누어 보면, 선발균주가 1차 170.3

±62.2, 2차 144.8±53.0 g, 3차 123.2±44.4 g이었고, 농기3

호가 1차 128.8±70.7 g, 2차 149.0±55.4 g, 3차가 114.8±

Table 5. Productive capacity 

Strain
cultural period

(days)
primodium formation days

(18oC, days)
total agricutral days

(3 cycle, days)
quantity per plastic bag

(3 cycle, g)

PM-L5 100 11 63±3 438.3±46.2

Nong-gi No.3 100 11 61±3 392.7±28.8

Sanjo 701 100 9 60±3 495.0±41.8

Table 6. Productive capacity 

Strain 1 Cycle 2 Cycle 3 Cycle Average

PM-L5 170.3±62.2 144.8±53.0 123.2±44.4 438.3±46.2

Nong-gi No.3 128.8±70.7 149.0±55.4 114.8±38.6 392.7±28.8

Sanjo 701 336.9±66.5 100.6±46.2 57.5±32.0 495.0±41.8

Table 7. Productive capacity 

Strain
18oC

Fruitbody
period (days)

Quantity
Weight

(g)
Stipe length

(mm)
Stipe iamater

(mm)
Pileus length

(mm)
Pileus diamater

(mm)

PM-L5 11 13.8±8.9 12.4±7.0 49.0±3.6 14.3±1.2 63.0±9.0 25.0±5.0

Nong-gi No.3 11 4.3±3.1 29.7±22.1 41.3±7.0 11.7±1.5 75.3±6.1 26.0±3.6

Sanjo 701 9 47.7±19.1 7.1±3.5 43.0±8.2 10.7±2.9 60.7±17.1 13.7±2.9

 15oC

PM-L5 14 17.9±5.1 9.8±2.6 36.3±3.5 7.7±5.8 56.0±20.1 20.7±4.9

Nong-gi No.3 14 21.8±7.6 10.4±2.1 46.7±6.8 13.7±1.9 52.0±9.5 17.7±3.6

Sanjo 701 14 12.9±5.0 11.4±5.2 41.0±11.5 12.3±2.1 53.3±15.2 1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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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이었다. 그리고 산조701의 경우에는 1차 336.9±66.5 g,

2차 100.6±46.2 g, 3차 57.5±32.0 g 이었다. 평균 수량성

은 산조70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주기별 수량에

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실체 형태적 특성
46개의자실체 특성은 1.5 kg 봉지 재배를 통해 검증하

였고, 발생온도는 15
o
C와 18

o
C 2개 온도범위로 실험하였

다. 18
o
C에서 버섯 발생일수는 선발균주가 11일, 농기3호

가 11일 산조701이 9일로 산조701보다는 2일 느리고, 농

기3호와는 동일하였다. 개체수는 선발균주가 13.8±8.9개,

농기3호가 4.3±3.1개, 산조701이 47.7±19.1개로 선발균주

가 산조701보다는 적고, 농기3호보다는 많았다. 개체중은

선발균주가 12.4±7.0 g, 농기3호가 29.7±22.1 g, 산조701

이 7.1±3.5 g로 농기3호보다 적고 산조701보다 큰 결과를

보였다. 대길이는 선발균주가 49.0±3.6 mm, 농기3호가

41.3±7.0 mm, 산조701이 43.0±8.2 mm로 가장 긴 결과를

보였다. 대직경은 선발균주가 14.3±1.2 mm, 농기3호가

11.7±1.5 mm, 산조701이 10.7±2.9 mm로 대직경도 가장

굵은 편이었다. 갓의 직경은 선발균주가 63.0±9.0 mm, 농

기3호가 75.3±6.1 mm, 산조701이 60.7±17.1 mm로 산조

701보다는 크고, 농기3호보다는 작았다. 갓의 두께는 선

발균주가 25.0±5.0 mm, 농기3호가 26.0±3.6 mm, 산조

701이 13.7±2.9 mm로 농기3호랑은 큰 차이가 없었고, 산

조701보다는 두꺼운 편이었다. 15℃에서 발생시킨 버섯

자실체의 특성은 우선 발생일수가 선발균주 14일, 농기3

호 14일 산조701 14일로 동일하였다. 개체수는 선발균주

Fig. 1. RAPD analysis of L. edodes. A : Urp primer 9, B : Urp primer 10 ; M:Marker, 1:ASI 3305(Sanjo701), 2:ASI 3046(Nong-gi
No.3), 3:PM-L2, 4:PM-L3, 5:PM-L5

Fig. 2. Variable characteristics of collecting strain. A, B :
Mycelial growth for different temperature on PDA medium.
C, D : Mycelial growth for collecting strain 

Fig. 3. Productivity test. A, B : Medium attatched fruiting
body.
C, D : cross section of fruiting body (Left : PM-
L5(Nongjingo), Right : Sanjo701ho). E, F : the whole view of
culturing (Left : PM-L5(Nongjingo), Right : Sanjo701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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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9±5.1, 농기3호가 21.8±7.6, 산조701이 12.9±5.0으

로 산조701보다는 많고, 농기3호보다는 적었다. 개체중은

선발균주가 9.8±5.1, 농기3호가 10.4±2.1, 산조701이

11.4±5.2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길이는 선발균

주가 36.3±3.5, 농기3호가 46.7±6.8, 산조701이 41.0±11.5

로 가장 짧은 결과를 보였다. 대직경은 선발균주가

7.7±5.8, 농기3호가 13.7±1.9, 산조701이 12.3±2.1로 가장

얇은 결과를 보였다. 갓직경은 선발균주가 56.0±20.1, 농

기3호가 52.0±9.5, 산조701이 53.3±15.2로 가장 큰 직경

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갓 두께는 선발균주가 20.7±4.9,

농기3호가 17.7±3.6, 산조701이 19.0±5.3으로 가장 두꺼

운 결과를 보였다. 

 DNA 다형성 분석
 육성균주의 DNA를 추출하여 RAPD법을 이용하여 유

전적 다형성 분석을 통해, 기존 품종과의 차별성을 검증

하였다. Primer URP9와 URP10을 이용하였고, 100 bp

marker를 이용하였다. 대조군 산조701, 농기3호와 교잡계

통 PM-L2, PM-L3, PM-L5 총 5개 균의 다형성을 검증하

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발균주(PM-L5)이 현저

하게 다른 밴드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 요

모본 ASI 3305mut와 L5(3265-238701-2)-16을 2011년

에 교잡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력 검정시험을

통해 PM-L5(농진고)를 출원하였다. 농진고의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30
o
C이며, 버섯 발생온도는 15~23

o
C로 중고

온성이다. 자실체의 갓은 평반구형이며 색깔은 황갈색이

고, 인피는 갓의 둘레에 생긴다. 버섯의 배양은 1.5kg 배

지에서 최소 90~100일이 소요되며, 갈변이 다소 늦은 편

이다. 버섯 발생형은 집중형이나 산조701에 비하여 초기

발생이 다소 늦으면서 개체수가 10개 내외이고, 주기별

발생이 고른 편이다. 톱밥 봉지재배 품종으로 지면 재배,

균상재배에서 모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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