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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phological and cultur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 Phellinus linteus variant KACC93057P collected in Korea were
characterized in this study. The surface of the wasangular, sessile, tough-woody, concentrically zonate, and dark brown in color.
Basidiocarppores were circular, with 5–7 pores per mm. The hyphal system was dimitic, and basidiospores were ellipsoid or oval,
4.5–6 × 4–5, exhibiting characteristics typical of P. linteus. The optimum temperature for mycelial growth was 25–30oC, and
optimal pH for growth was 5–7. The mycelial growth rate of P. linteus KACC93057P was faster than that of other P. baumii

isolates. On growth medium, KACC93057P formed aerial mycelia with density higher than that of other isolates.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ribosomal DNA sequenc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sequences P. linteus complex. 

KEYWORDS: Morphology, cultural characteristics,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서 론

진흙버섯류 (Phellinus)는 소나무비늘버섯과(Hymeno-

chaetaceae)의 진흙버섯속(Phellinus)에 속하는 백색부후

균으로, 줄기가 없고 주로 다년생의 자실체를 갖고 있으

며, 균모(Pileus)는 편평하거나 말굽형인 버섯류이다

(Hong et al., 2002). 진흙버섯은 전 세계적으로 약 48여

종이, 한국에는 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et al., 1996). 진흙버섯 중에서 목질진흙버섯(Phellinus

linteus)은 뽕나무를 기주식물체로 하여 자실체형태가 누런

색을 띤다하여 “상황버섯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 자실

체 추출물에서 96.7% 고형암세포 저지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항암버섯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Ikekawa et al.,

1968) P. linteus (PL)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PL은 항암뿐만아니라, 면역증강제, 항염, 항알

러지, 혈과형성억제제 등의 다양한 약리효과가 보고 되었

다 (Daniel, 2010). PL은 인공재배가 용이하지 않아 대부

분 균사배양체를 연구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P. linteus

ASI 26099균주를 이용한 자실체의 인공재배연구가 수행

되었지만 (Hong et al., 2002), 자실체 성장이 매우 느리고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재배에 난점이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재배가 비교적 용이한 유사종인 P. baumi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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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황)를 대체 종으로 재배하고 있다. 장수상황의 특성은

균사체성장이 빠르고 참나무 원목재배시 자실체 원기가

잘 형성됨으로 해서 자실체 성장과 형성율이 높아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이

기존에 보고된 P. linteus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Phellinus 속의 분류학적 명명이

Inonotus 속으로 전환되고 있다(Tian et al., 2013; WU et

al., 2012; Zhou et al., 2016). Phellinus 속은 다년생 자

실체(Perennial bacidiocarp)를 나타내며 Inonotus 속은 일

년생 자실체(annual basidiocarp)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자실체형태와 포자, 관공 등 미세구조가 중요한 분류 key

이지만 환경조건에 따라서 자실체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형태적 동정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ITS-rDNA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류학적 유연관계가 수행되어 분류에

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하고 있다. Wu 등 (2012)은 ITS-

rDNA염기서열 비교분석에서 아시아에 분포하는

Inonotus baumii-I. linteus 집단은 6종이 관련되어 있으며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채집 기주식물체에 따라 종명

이 결정 할 것을 제안 하였다. 즉 각 기주체에 따라I.

baumii (개화나무, Syringa), I. lonicericola (인동나무,

Lonicera), I. lonicerinus comb. nov. (인동나무, Lonicera),

I. sanghuang (뽕나무, Morus), I. vaninii (포퓰러,

Populus), I. weigelae sp. nov. (병꽃나무, Weigela)로 하

여 분류 하였으며 이들을 I. linteus complex라 하였다

(Tian et al., 2013). 중국은 I. sanghuang를 사실상 P.

linteus 로 보고 있으며 형태적 관찰과 결부하여 고찰해

볼 때 아직까지 I. linteus complex내의 종간 특성을 결정

하기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 신규 P. linteus KACC93057P가 분리되었다.

KACC93057P균주는 Wu 등 (2012)이 분류한 I. sanghuang

와 매우 유사한 자실체형태의 전형적인 linteus 종의 형태

적 특성을 보유하며 항산화, 면역,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

으로 평가 되었다(Kang, 2010; Kang et al., 2013; 
a
Lee

et al., 2009; 
b
Lee et al., 2009). P. linteus KACC93057P

의 우수한 약리효과를 감안 할 때 향 후 자실체의 안정적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P. linteus KACC93057P균주를 공시하여 배

양적, 자실체형태, 및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였던 바 본 고

를 통해 보고 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국내수집종인 P. linteus KACC93057P자실체 조직으로

부터 균사체를 생성시켰다. 균사체 생성을 위하여 자실체

를 75%의 에탄올에 약 5초간 표본소독한 후 5% 차아염

소산으로 처리 하였다. 표면살균된 자실체 조직을 멸균

증류수로 3회세척한 후 수분을 제거하고 내부 중심부로부

터 자실체조직을 분리하여 YGMA (1% malt extract,

0.4% glucose, 0.4% yeast extract broth, 2% agar) 배지에

옮겨 계대배양 하여 균사체를 순수 분리 하였다. 당초 균

주명은 Phellinus sp. HN100K9였으며 농촌진흥청 농업

미생물보존센터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에 Phellinus sp. KACC93057P명으로 특허균주로 기탁

되었으므로 (Kang, 2010) 이하부터는 KACC93057P로

명 하였다. 대조균주로 사용된 P. baumii (장수상황)와 P.

linteus ASI 26099(고려상황)균주는 경기도 버섯연구소에

서 분양받아 대조균으로 사용 하였다. 

자실체형태적특성

Phellinus sp. KACC93057P의 자실체표면 및 뒷면의

형태적특성은 육안적으로 관찰 되었으며, basidiocarp 조

직층, 포자형태, 관공크기의 미세구조는 입체현미경 과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균사체 배양조건 
본 연구의 KACC93057P와 대조구인 P. baumii (장수상

황)와 P. linteus (고려상황)균사체의 생장율과 형태적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차적으로 2%의

YGMA에 접종하고 10일간 배양하였다. 각각의 시료별로

균사체 Colony의 가장 자리에서 5 mm Cork Borer를 이

용하여 균사체를 절체하여 YGMA배지에 다시 접종 후

25
o
C의 항온기에서 14일간 배양하여 균사성장율과 및 균

사체의 형태적 특성을 관찰 하였다. 

Genomic DNA 추출
KACC93057P와 PB, PL로부터 Genomic DNA 추출을

위하여 균사체의 액체배양을 위하여 50 ml의 YGM

Broth (1% malt extract, 0.4% glucose, 0.4% yeast

extract broth)에 PDA 평판배지에서 배양된 균사체의 가

장자리로부터 5mm의 cork borer로 균사체를 포함한 agar

plug를 접종하고 균주간 성장 속도에 따라 14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탕배양 (120 rpm)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균사체

를 여지에 걸러낸 다음 배양 여액을 씻어 낸 뒤 동결건조

를 하였다. 동결 건조한 균사체를 이쑤시게로 곱게 마쇄

한 다음 100 µg정도를 1.5 ml의 test tube에 옮기고 추출

용 완충액(200 mM Tris-HCl, pH 8.0; 200 mM NaCl;

25 mM EDTA; 0.5% SDS) 400 µl와 Proteinase K

(20 mg/ml)를 첨가하여 유리봉으로 buffer상에서 잘 석어

준 다음 37
o
C 에서 1시간 동안 항온 하였다. 이 혼합액에

2 × CTAB buffer를 동량첨가 하여 65
o
C에서 15분간 방

치하고 chloroform isoamylalcohol(24:1)을 넣고 철저히

혼합 한 후 12,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기고 0.7 volume의 isopropanol을 첨가

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12,000 rpm에서 5분간 원

심 분리하여 DNA를 침전하였다. 70%의 ethanol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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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을 세척 하여 진공 건조한 후 TE buffer(10 mM

Tris-HCl pH 8.0, 1mM EDTA) 100 µl에 용해 하였다.

10 mg/ml RNase 2 µl를 넣어 37
o
C에서 30분 처리하여 그

용액속에 함유된 RNA를 제거 한 뒤 template DNA로 사

용 하였다.

ITS-rDNA 염기서열 분석 
KACC93057P유전체 DNA로 부터 rDNA ITS 영역

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primer는 이미 곰팡이 ITS

rDNA영역을 PCR로 증폭할 수 있게 개발된 ITS 1

(5'-TCCGTAGGTGAACCTCGGC-3')과 ITS 4 (5'-

TCCTCCGCTTATTGATATGC-3')를 사용하였다. PCR 증

폭을 위하여 PCR반응 용액은 10mM Tris-HCl (pH 8.0),

50 mM KCl, 1.5 mM MgCl2, 0.01% gelatin, 100 ng

prime, 50 ng template DNA, 200 µm dNTP(dCTP, dTTP,

dATP, dGTP), 20 pmol의 10pmol의 ITS 1,2 primer 및

2.5 unit HQ Taq polymerase(JK Biotech.)를 넣고 전체

반응 용액은 50 µl가 되게 하였다. PCR 반응을 위한 조건

은 처음 94℃에서 4분간 DNA변형 시킨후, 94
o
C에서 1분

동안 denaturing, annealing은 58℃에서 1분 및 DNA합성

은 72
o
C에서 2분으로 총 35 cycle을 실시 하였으며, 최종

DNA합성은 7분으로 하였다. PCR증폭된 rDNA ITS 영

역을 5'-TCCGTAGGTGAACCTCGGC-3' 프라이머로

하고 (주) 그린진바이오텍에 의뢰하여 염기서열을 결정

하였다. 염기서열을 이용한 유연관계분석은 NCBI

GeneBank에서 Phellinus spp.의 ITS영역의 염기서열과

KACC93057P ITS 염기서열과 비교분석하여 실시 하였다.

염기서열 Alignment와 Phylogenic dendrogram은 DNA

Star Program의 Neighbor-Joining method에의하여 작성

되었다.

결과 및 고찰

KACC93057P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 
KACC93057P의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을 육안적 으로

관찰한 결과 대가없이 기주에 부착하는 형태로 자실체표

면은 단단한 목질형태 (hardy woody) 로 동심원으로 윤

층대 (zonate)와 홈을 형성하고 담갈색을 띠고 있었다. 자

실체 뒷면은 테두리는 진황색, 내부는 담황갈색을 띠며

현미경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관공은 원형또는 각진형

이며, 관공구는 5-7 per mm크기로 나타났다. hyphal

system은 2분지형이며 포자는 4.5-6 X 4-5 µm크기로 난

형또는 유구형 담갈색을 띠었다. Hong 등 (2002)은

Phellinus linteus (ASI 26099)균주를 이용하여 인공재배

를 시도 하였으며 생산된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

한바 동심원으로 윤층대을 형성하는 등 본 연구의

KACC93057P균주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I. sanghuang은

뽕나무에서 분리된 linteus-baumi complex에 포함되며 P.

linteus와유사종으로 분류하는데 (Wu et al., 2012) 본 연

구의 KACC93057P basidiocarp의 앞면과 뒷면의 형태적

특성I. sanghuang와 유사하였다. Parmasto와 Parmasto

(2001)은 포자길이와 폭 그리고 관공크기로 Phellinus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ores and pores on basidiocarps of Phellinus spp.

Mushroom species Spore length Spore width Pores per mm  Hosts References

Phellinus linteus 4-5.4 3.2-3.8 7-8.2 Unknown Parmasto 2001
Phellinus baumii 3.75-4 3.05-3.5 7.7-9.5 Syringa Parmasto 2001

Phellinus lonicericola 3.3-3.65 2.6-2.95 7.8-9.1 Lonicera Parmasto 2001
Inonotus linteus 4.8-5.5 3.9-4.6 5-7 Morus Tian et al., 2013

Inonotus Sanghaung 4.0-4.9 3.1-3.9 6-8 Morus Wu et al., 2012
Phellinus linteus 4.5-6.0 4.0-5.0 5-7 Morus This study

Fig.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asidiocarp pileus surface (A) and pore surface (B) of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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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ii, P. linteus, P. lonicericola, P. lonicerinus 를 분류

한바 있다. P. baumii, P. linteus, P. lonicericora는 자실체

형태가 유사하며 담자포크기는 각각 3.7-4.2 x 3.0-3.5 µm,

4-5.4 x 3-4.3 µm, 3.3-3.6 x 2.6-2.9 µm이며 관공크기는

7-9 per mm, 7-8 per mm, 7.8-9 per mm로 보고하여

KACC93057P균주는 P. linteus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

였다(Table 1). 지금까지 상황버섯으로 항암 등에 관련된

약리활성 연구는 대부분 P. linteus에서 수행 되었으며 중

국명으로 “Sanghaung”일본명 “meshimakobu”, 한국명으

로 Sanhwang이라 명하고 있다(Wu et al., 2012). P.

linteus는 한국(Jeong et al., 2006) 중국(Wu et al., 2012),

일본 (Ikekawa et al., 1968 )등에서 P. linteus가 분리 보

고 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남 아시아지역에서도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균사체 성장 및 최적온도
P. linteus KACC93057P균주의 균사체성장과 균사체 형

태를 관찰을 위하여 균사체절편을 YGMA배지에 접종 한

후에 배양일수 별로 균사체 성장율을 조사 하였다. 대조

균주로는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수버섯인 P. baumii

와 고려상황 P. linteus (ASI 26099) 균주를 사용 하였다.

KACC93057P 균주는 장수상황과 고려상황보다 높은 균

사체 성장율을 보였다 (Fig. 2). KACC93057P 균주는 접

종 후 3일부터 10일까지 P. baumii (장수상황)보다 10%

이상의 균사체성장이 빠르게 성장하다가 11일 이후는 유

사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고려상황에 비하여 균사성장율이

25%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균사체 형태를 조사한

결과 KACC93057P 균주는 초기에는 동심원 테두리를 형

성하면서 성장하다가 최대로 성장했을 때 배지전체에 고

밀도의 기균사가 배지 표면위에 밀집하여 진황금색균총이

균일하고 두텁게 형성 하였다. 장수상황과 고려상황 균사

체는 기균사 밀도가 적고 중앙부위를 중심으로 노란색 동

심원 테두리를 형성하며 균총은 배지표면에 부착된 형태

였다. YGMA배지상에서 KACC93057P 균사성장 최적온

도범위는 25℃-30℃였으며(Fig. 3), 또한 최적온도는 28℃

였다. 본 결과는 기 보고된 P. linteus의 최적온도와 유사

하였다(Chi et al.,1996; Heo et al., 2004). 

 

ITS-rDNA 염기서열 비교분석 
KACC93057P균주에서 730 bp ITS 염기서열이 결정

되었으며 NCBI Blast nucleotide에 KF589300.1로 등록

하였다. KACC93057P의 rDNA ITS 염기서열을 NCBI

Blastn에서 기 보고된 Phellinus 종의 ITS영역의 염기서열

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DNA star의 clustalW Program

에 입력하고 얼라이먼트 (Alignment) 하였다. Fig. 4는

KACC93057P rDNA ITS 염기서열과 NCBI GenBank에

등록된 다양한 Phellinus 종의 ITS영역의 염기서열의 유

전적 유연관계를 나타낸 결과로 KACC93057P은 I.

lonicericola Dai8335 rDNA ITS 염기서열과 98%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으며 P. baumii BM8355 와 P. linteus

SFC970527의 rDNA ITS 염기서열과는 96% 이상의 상

동성을 보였다. 상황버섯의 종 분류에서 다양한 Phellinus

속들이 Inonotus 속으로 개정되고 I. lonicericola, I.

vaninii, I. lonicerinus는 형태적, 계통발생학적으로 I.

linteus와 유사하여 I. linteus complex또는 군으로 분류하
Fig. 2. Mycelial growth rate (A) and mycelial morphologies
(B) of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on YGMA media. 

Fig. 3. Mycerial growth of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on YGMA media with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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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되었다. (Tian et al., 2013). 

Wu 등(2012)은 I. linteus complex에서 뽕나무 (Morus

spp.)가 기주인 균주를 I. sanghaung 으로 분류 한 바 있

으며 ITS-rDNA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분리기주체별 종

간 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I. sanghaung군에는 I.

baumii가 여전히 혼재하고 있어 분류의 한계를 결정하기

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의 ITS-rDNA염기서열이

linteus, baumii, lonicericola 종과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

어 I. linteus complex내에 포함 되었다. 고려상황(P.

linteus ASI 26099)의 경우는 I. sanghwang군과 근연관계

에 있었으며 장수상황버섯 baumii종은 I. vaninii와 98%

이상의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최근에 I. linteus complex

에관련한 분류학적 연구에서 10종은 Sanghaungporus 속

명을 7종은 Tropicoporus 속명을 사용할 것을 제안 하였

다. 지금까지 보고된 Phellinus 속의 분류체계가 중국학자

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명명법에 있어 분류학적 혼

란이 가증되는 경향이 있다. Lim 등 (2003)은 P. linteus

는 아프리카와 열대아메리카에서만 분리되며 동아시아에

서 분리된 종은 P. baumii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중국, 타이완, 일본, 한국 등에서 P. linteus가 분리보고 되

고 있어 최근의 분류학적 체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 보고 (Hong et al., 2003; Parmasto and

Parmasto, 2001; Tian et al., 2013; Wu et al., 2012)와 자

실체의 형태와 포자, 관공구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KACC93057P는 P. linteus 로 분류 될 수 있었으나 ITS-

rDNA염기서열비교는 96%이상 I. lonicericola, I. linteus,

I. baumii로구성된 I. linteus complex와 밀접하게 연관 되

었다. KACC93057P의 균사 배양적 특성은 균사체 성장

률이 국내 상황버섯 재배종인 고려상황과 장수상황 보다

10-20%빠르고 균사밀도가 높게 나타나 새로운 특성의 P.

linteus 계통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 후 연구에서

KACC93057P의 인공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약용버

섯으로서의 약리활성효가 구명 된다면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국내에서 분리한 신규 P linteus KACC93057P의 자실

체의 형태적 특성을 육안적 으로 관찰한 결과 대가없이

기주부착형으로 자실체표면은 단단한 목질형태 (hardy

woody) 로 동심원으로 윤층대 (zonate)와 홈을 형성하고

담갈색을 띠고 있었다. 자실체 뒷면 테두리는 진황색, 내

Fig. 4. Phylogenetic relationships of Phellinus linteus KACC93057P to Phellinus and Inonotus spp. based on ITS-rDNA sequenc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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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담황갈색을 띠며 현미경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관

공은 원형또는 각진형이며, 관공구는 5-7 per mm크기로

나타났다. hyphal system은 2분지형이며 포자는 4.5-6 X

4-5 µm크기로 난형또는 유구형 담갈색을 띠어 P linteus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YGMA배지상에서 KACC93057P

는 25-30
o
C가 최적온도로 균사체 성장률이 장수상황과

고려상황에 비하여 10-25% 높았으며 균사밀도가 다른 균

주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ITS-rDNA염기서열비교결

과 96% 이상의 상동성으로 I. lonicericola, I. linteus, I.

baumii와 근연관계를 형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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