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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Growth and yiel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ree species in 
the log cultivation of Pleurotus pulmonarius

Jae-Hong Lee, Nam-Gil Lee, Youn-Gi Mun, Tae-Sung Jeong, Sun-Bae Kwon, Young-Hak Park, and In-Jong Kim 

Agricultural Environment Research Section,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Chuncheon, 24226,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echniques for thelog cultivation of Pleurotus pulmonarius. Soil landfill
cultivation of the in plastic container boxes containing yield per log than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yield from both spawn
Hyangsan” variety. In the caseof soil landfill cultivation in a shaded vinyl house, an Ailanthus tree gave a higher yield than that
usingpoplar tree, and the yield of the Hosan” variety washigher than that of the Hyangsan” variety. With regard to proper tree
species selection, willow and cherry trees were good for both the Hosan” and “Hyangsan” var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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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느타리버섯(P. pulmonarius)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

류, 주름버섯목(Agaricales), 느타리버섯과(Pleurotaceae),

느타리버섯속(Pleurotus)에 속하며, 영명으로는 Indian

Oyster, Italian Oyster, Phoenix Mushroom, 또는 Lung

Oyster로 불리고 있다. 산느타리버섯은 느타리버섯(P.

ostreatus)과 매우 유사한 버섯으로 느타리버섯에 비해 갓

의 색택이 옅고, 갓의 크기가 더 작으며,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보다 조금 빠른 늦여름부터

발생한다(Kim et al, 2002). 산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

버섯과 마찬가지로 재배가 용이하고 맛과 향에 있어서도

우수하기 때문에(Park et al, 2005) 일본, 동남아시아, 유

럽 등 많은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에서

느타리버섯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버섯이고, 이 중에

서도 고온성 품종이 가장 인기가 있다(Soler-Rivasa et al,

2006). 산느타리버섯은 또한 기능성이 풍부한 버섯으로서

혈당강하 활성, 항당뇨효과 및 항암활성을 갖고 있다

(Sachin et al, 2006, Sachin and Subhash, 2007, Lee et

al, 1985).

산느타리버섯은 병재배, 봉지재배, 균상재배 및 원목재

배가 모두 가능한 버섯으로서 국내에서는 병재배 위주로

재배되고 있다. 원목재배는 수익성 측면에선 불리하지만

버섯체험장 등 교육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품질 면에서도 병재배 보다 우수하여 고가로 판

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목을 이용한 원목재배기

술을 개발하였고, 미루나무 등 8종의 원목을 수집하여 생

육 및 수량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종균 및 접종원

본 시험에 사용된 산느타리버섯 균주는 2007년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호산’ 품종과 2010년 육성한 ‘향산’



106 이재홍 · 이남길 · 문윤기 · 정태성 · 권순배 · 박영학 · 김인종

품종으로 PDA(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서 증식시켜 톱

밥종균용 접종원으로 사용하였다. 톱밥종균의 조성은 부피

비로서 미루나무톱밥 85%와 미강 15%를 혼합 후 수분을

62% 내외로 조정하였다. 살균은 121℃에서 90분간 실시하

였고, 접종원을 첨가한 뒤에 온도 22℃, 습도 70%의 배양실

에서 30일 정도 배양하여 톱밥종균으로 사용하였다.

원목재배기술 개발 
시험에 이용한 원목은 미루나무와 가중나무로서 직경이

15 cm 정도인 것을 길이 20 cm로 절단하여 용기(600L 플

라스틱 상자)에 넣어 24시간 물에 침지한 후 원목을 내열

성 PP봉지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고압살균기를 이용

해 121
o
C에서 180분 동안 살균하였으며, 2일 경과 후 충

분히 냉각된 것을 확인한 다음 종균을 접종하였다. 종균

접종시 톱밥종균(V/V, 미루나무톱밥 85%, 미강 15%)은

원목 당 50 g 정도 접종하였고, 액체종균(물 10L당 대두

박 30 g, 황설탕 300 g, 식물성 식용유 30 ml)은 원목 당

100 ml를 접종하였다. 원목의 균사배양은 온도 22±1
o
C,

상대습도 65%, 암조건 하에서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90

일 이상 배양하였다.

 배양된 원목을 90%로 차광된 비닐하우스내 토양과 플

라스틱 콘테이너 상자(길이 50 cm, 폭 35 cm, 높이 30

cm)에 나누어 매립하였고, 매립방법은 원목과 원목 사이

를 10 cm 정도 간격을 두었으며 원목이 토양 위로 5 cm

정도 노출되도록 매립하였다. 토양매립 후 토양 및 원목

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수하였고, 자실체의 갓이

5 cm 이상이 되었을 때 수확하였으며, 자실체의 크기, 수

량, 색택 등을 조사하였다. 원목재배 1차 시험은 단구제로

수행되었고,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 시험은 처리당 원목

10개를 매립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시험에서는 처리당

원목 20개를 매립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재배 적정 수종 선발

버드나무, 벚나무, 뽕나무, 은사시나무, 오리나무, 자작나

무를 수집하여 20 cm 길이로 절단한 뒤 1차 시험에서와 같

이 침수, 입봉, 살균 후 ‘호산’과 ‘향산’ 품종의 톱밥종균을

50 g씩 접종하였고, 22
o
C에서 암조건으로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배양하였으며, 균사배양이 완료되면 봉지를 벗기고

배양된 원목을 비가림하우스내 토양에 5 cm 정도 원목이

노출되도록 하면서 원목과 원목사이는 20 cm 정도의 간격

으로 매립하였다.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관수하고,

자실체 갓경이 5 cm 이상이 되면 수확하였으며, 자실체의

크기, 수량, 색택 등을 조사하였다. 원목재배 2차 시험은

단구제로서 품종 및 수종별 원목 16개를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원목재배기술 개발

산느타리버섯의 원목재배에 대한 기술개발 시험을 수행

하였고, 원목수종으로는 가중나무와 미루나무를 이용하였

으며 품종으로는 호산, 향산 등 두 품종을 이용하였다. 

원목의 균사배양 완료일수를 조사한 결과(Table 1), ‘호

산’과 ‘향산’ 두 품종 모두 액체종균 접종이 28일 정도로

톱밥종균의 45~47일에 비해 17~19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

다. 액체종균의 배양이 빨랐던 것은 톱밥종균의 접종은

원목의 위에서 아래로 자라서 내려가지만 액체종균의 접

종은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균사의 생장이 이루어졌기 때

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염율에 있어서는 액체종균

접종이 17.0~25.0%로 톱밥종균 접종의 5.8~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4). 액체종균 접종 시 오염율이 높았

던 것은 접종과정에서 잡균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톱밥

종균에 비하여 잡균에 더 취약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균사밀도는 모든 처리에서 치밀하였다. 품종별로 살펴보

면 균사배양 완료일수와 균사밀도는 비슷하였고 오염율에

있어서는 ‘향산’ 품종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재배방법에 있어서는 균사 배양이 완료된 원목을 플라

스틱 콘테이너 상자 안에 토양을 넣은 뒤 매립한 것과 비

Table 1. Cultural characteristics of log according to variety
and spawn type in the log cultivation of Pleurotus
pulmonarius.

Variety Spawn type
Incubation 

period
(days)

Mycelial 
densityz

Contamination 
rate (%)

 Hyangsan
Sawdust 47 +++  5.8
Liquid 28 +++ 17.0

 Hosan
Sawdust 45 +++  8.3
Liquid 28 +++ 25.0

 
z

- none, + rare, ++ medium, and +++ very well

Fig. 1. Log culture of Pleurotus pulmonarius (a : mycelial
growth of log in incubation room, b : fruitbody of the log in
plastic container box, c : 'Hyangsan' fruitbody of poplar, and
d : 'Hosan' fruitbody of ailan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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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하우스내 토양에 매립한 것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Fig. 1). 

플라스틱 콘테이너 상자에 원목 매립재배 시험결과

(Table 2, 3), ‘호산’ 품종에서는 톱밥종균 접종에서 유효

경수는 43.5개, 수량은 450 g으로 나타나 액체종균 접종

의 유효경수 24.2개, 수량 259 g에 비하여 유효경수 및 수

량이 많았고, ‘향산’ 품종에서는 유효경수 33개, 수량이

340 g 정도로 나타나 톱밥종균 접종과 액체종균 접종간에

는 차이가 없었다. 품종별 수량은 톱밥종균 접종 및 액체

종균 접종을 평균하였을 때 ‘호산’ 품종이 355 g으로 ‘향

산’ 품종의 343 g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가림하우스내 토양 매립재배 시험에서 자실체의 형태

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품종 및 수종별 큰 차

이가 없었고, 미루나무 원목재배에 비하여 가중나무 원

목재배가 자실체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갈색이었다. 수량

에 있어서는 가중나무 원목재배가 ‘호산’ 품종이 1,052 g,

‘향산’ 품종이 687 g으로서 미루나무 원목재배의 경우 ‘호

산’ 품종의 542 g 및 ‘향산’ 품종의 401 g에 비하여 수량

이 더 높았으며, 품종별로는 ‘호산’ 품종이 향산 품종에

비하여 더 높은 수량을 나타냈다(Table 5).

원목재배 적정 수종 선발

산느타리버섯 원목재배에 적합한 수종을 선발하기 위하

여 버드나무 등 6종을 수집하여 생육 및 수량특성을 조사

하였다(Table 6). 토양에 원목을 매립한 뒤 지온 및 토양

수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Fig. 2), 평균지온은 5월 중순에

15
o
C~18

o
C이었다가 6월로 접어들면서 20

o
C 이상 오른뒤

8월 상순에 25
o
C 전·후로 가장 높았으며, 9월 중순 이후에

는 20
o
C 이하로 내려갔다. 평균 지온이 20

o
C 전·후인 5월

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spawn type in the log cultivation in plastic
container box of 'Hosan'.

Spawn type
Pileus

dia.
(mm)

Stipe
length
(mm)

Stipe 
dia.

(mm)

Available stipe
number
(ea/log)

Yieldz

(g/log)

Chromaticity
of pileus

L a b
Sawdust 56.8 15.8 8.3 43.5 450 52.9 6.3 11.6 
Liquid 55.0 16.7 6.1 24.2 259 50.7 6.7 11.3 

 
z

Length of log: 20 cm

Table 3.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spawn type in the log cultivation in plastic
container box of 'Hyangsan'.

Spawn type
Pileus

dia.
(mm)

Stipe
length
(mm)

Stipe 
dia.

(mm)

Available stipe
number
(ea/log)

Yieldz

(g/log)

Chromaticity
of pileus

L a b
Sawdust 55.9 32.0 5.9 33.8 343 52.4 6.4 9.2 
Liquid 52.8 26.9 6.3 32.6 342 60.6 5.5 9.4 

 
z

Length of log: 20 cm

Table 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according to variety and tree species in the  shaded vinyl house.

Variety Tree speciesz
Pileus

dia.
(mm)

Stipe
length
(mm)

Stipe 
dia.

(mm)

Chromaticity
of pileus

L a b

Hosan
Poplar 66.8 28.6 10.1 53.0 6.3 11.6 

Ailanthus 70.5 32.1 11.7 48.4 6.5 9.8 

Hyangsan
Poplar 58.1 25.0 8.1 46.0 6.7 8.3 

Ailanthus 51.0 27.1 9.5 45.7 6.4 8.1 
 

z

Length : 20 cm

Table 5. Productivity according to variety and tree species in
the shaded vinyl house.

Variety  Tree species Available stipe 
number (ea/log)

Yieldz

(g/log)

Hosan
Poplar 50.0 542 

Ailanthus 62.4 1,052 

Hyangsan
Poplar 39.6 401 

Ailanthus 42.8 687
 

z

Length : 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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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과 9월 상순경에 자실체의 발생이 많았다. 토양의 수

분함량은 수동으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하였으며,

관수한 날에는 0.25 m
3
/m

3
으로 높아졌고 관수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5월 중순처럼 0.12 m
3
/m

3
까지 내려갔다. 버

섯의 자실체는 주로 늦여름부터 가을에 발생하기 때문에

8월부터 토양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Fig 2와

같이 8월 이후에는 토양수분 함량이 0.20 m
3
/m

3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원목 수종별 균사배양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6), 버

드나무, 벚나무, 은사시나무, 뽕나무 등은 배양이 빠르고

균사밀도가 치밀하였으나 오리나무와 자작나무는 균사배

양이 늦었고 균사밀도 또한 낮았다.

‘호산’ 품종에서 수종별 원목재배결과(Table 7), 자실체

의 크기는 수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유효경수는 버드나

무가 30.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벚나무, 오리나무로

서 각각 26.4개, 22.7개이었다(Fig. 3). 수량은 버드나무가

312 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벚나무, 뽕나무로서

290 g, 213 g이었으며, 은사시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는

200 g 이하로 낮은 수량을 나타냈다.

‘향산’ 품종에서 수종별 원목재배시험 결과(Table 8),

‘호산’ 품종과 같이 자실체의 크기는 수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효경수 조사에서는 버드나무가 31.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벚나무, 은사시나무로서 각각 25.9개,

16.5개이었다. 수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버드나무가

308 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벚나무, 은사시나무로서

247 g, 129 g이었으며, 뽕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는 100 g

이하로 매우 낮은 수량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총 8종의 수종을 가지고 산느타리버섯에

대한 원목재배시험을 수행한 결과 미루나무, 가중나무, 버

드나무 등 3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원

Table 6. Mycelial growth according to various tree species in
the log cultivation of Pleurotus pulmonarius.

 Tree species
Variety Mycelial

growthzy
Scientific name Common 

name

Salix koreensis Anders-
son Willow

Hosan +++
Hyangsan +++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Cherry

Hosan +++
Hyangsan +++

Morus alba L. Mulberry
Hosan +++

Hyangsan +++

Populus tomentiglan-
dulosa T. B. Lee 

Hybrid Suwon 
Poplar

Hosan +++
Hyangsan +++

Alnus japonica 
(Thunb.) Steud. Alder tree

Hosan  ++
Hyangsan  ++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White birch

Hosan  ++
Hyangsan  ++

 z

3 months incubation, 
y

- none, + rare, ++ medium, and +++ very

well

Fig. 2. Temperature and water content of soil in the log cultivation of Pleurotus pulmonarius in the shaded vinyl house.

Fig. 3. Fruitbody of 'Hosan' according to tree species in log
cultivation(a : Willow, b : Cherry, c : Alder tree, and d :
White bi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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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배는 주로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느타

리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그리고 복령 등에서 일부 재

배되고 있다. Jeong 등(1972)은 참나무 등 5종의 원목으

로 느타리버섯 원목재배시험을 수행한 결과 오리나무가

가장 양호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리나무의

경우 균사배양이 늦을 뿐만 아니라 수량성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Jeong 등(1972)은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표고버섯 원목재배처럼 장목에 구멍을 뚫은 뒤 종균을 접

종하는 방법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느타리버섯을 대상

으로 하였고 단목을 고압용 PP봉지에 넣어 고압살균 후

에 종균을 접종하는 방법으로서 재배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산느타리버섯의 원목재배에서 생산된 자실체는 병·봉지

재배와 같은 톱밥재배에서 생산된 자실체보다 맛과 향이

좋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수익성에선 톱밥

재배에 비해 큰 이익은 없는 재배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현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치원생이나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버섯체험장으로 활용할 경우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요

산느타리버섯의 원목재배 시험결과 플라스틱 콘테이너

상자(50 cm×35 cm×30 cm)내에 토양매립하였을 경우 ‘향

산’ 품종에서는 원목당 수량이 340 g 정도로 톱밥종균 접

종과 액체종균 접종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호산’ 품종에

서는 톱밥종균 접종이 원목당 450 g으로 수량이 높았으나

액체종균 접종은 259 g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목을 비가

림하우스내 토양에 매립하였을 경우 미루나무에 비해 가

중나무의 수량이 높게 나타났고, 품종에 있어서는 ‘향산’

품종보다 ‘호산’ 품종의 수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산느타

리버섯의 적정 수종 선발시험에서는 버드나무와 벚나무

가 ‘호산’ 품종 및 ‘향산’ 품종 모두에서 수량이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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