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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원목매립재배시 연차별 수량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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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log-burying cultivation technique for Grifola frondosa using oak logs and surveyed its annual yiel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G. frondosa log cultivation, the harvesting period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delayed by
approximately 10-15 days compared to that of the Dabak cultivar, and the fruit color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dark brown,
while that of the ‘Dabak’ cultivar was grayish brown. Yield of the ‘Yipsae1ho’ cultivar was 16.0 kg/m2 in the first year, 15.4 kg/m2

in the second year, 9.5 kg/m2 in the third year, 4.6 kg/m2 in the fourth year, and 4.6 kg/m2 in the fifth year, while yield of the
‘Dabak’ cultivar was 12.3 kg/m2 in the first year, 11.5 kg/m2 in the second year, 12.7 kg/m2 in the third year, 6.2 kg/m2 in the
fourth year, and 8.2 kg/m2 in the fifth year. Total yield of the ‘Yipsae1ho’ cultivar (50.0 kg/m2)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Dabak’ cultivar (50.8 kg/m2). The optimum period for log-burying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is estimated to be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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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민주름목, 구멍장이버섯

과, 잎새버섯속에 속하는 백색목재부후균으로 물참나무,

밤나무, 너도밤나무 등 활엽수의 고사목 그루터기에 늦여

름부터 가을에 걸쳐 자연발생하는 버섯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Shen

and Royse, 2002). 자실체는 한 개의 줄기에서 몇 개의 가

지를 이루고 그 선단에 수십개의 갓이 부착되어 전체가

솔방울과 같은 다발을 형성하는데 버섯발생이 까다롭고

자실체의 줄기와 갓이 발달하면서 점차 빛과 산소를 매우

많이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잎새버섯은 맛과 향이 좋으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혈

압강하, 이뇨작용, 비만치료, 강장작용, 항빈혈작용 등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한약재료로 이용되어 왔고

(Ying et al., 1987), 최근에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조절하

여 면역력을 증가시켜 암을 억제하며(Kodama et al.,

2005; Wu et al., 2006), AIDS 원인균인 HIV에 대한 억

제작용, 혈당강하작용(Park et al, 2007; Talpur et al,

2002), 혈압강하작용(Choi et al, 2001), 항산화작용(Mau

et al., 2002)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잎새버섯은 1981년에 일본에서 325톤이 상업적으로 생

산된 이후, 그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 1,500

톤, 1991년에 8,000톤, 1993년에 10,000톤을 넘어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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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00톤 이상 생산되고 있으며(Shen

and Royse, 2001), 현재 일본에서도 팽이, 표고, 만가닥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가 높은 버섯으로서 국내에서는 효

과적인 재배기술 개발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톱밥을

이용한 봉지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적정 광조건 구명(Chi

et al, 2008), 배지조성 연구(Kim et al, 2008) 및 이산화

탄소 농도 구명(Chi et al, 2009) 등이 수행되었으며 원목

재배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

에서는 참나무 단목을 이용한 원목재배 기술로서 비닐하

우스 토양 중에 매립한 후 연차별 수량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

본 시험에 사용된 잎새버섯 품종은 2006년도 농촌진흥

청에서 분양받은 ‘잎새1호’와 2012년도 경기도농업기술

원 버섯연구소에서 분양받은 ‘다박’을 이용하였다.

원목준비 및 종균접종

원목준비 : 시험에 이용한 원목은 상수리나무로서 직경

이 10~15 cm 정도인 것을 길이 20 cm로 절단하여 이용하

였고, 이것을 용기에 넣어 24시간 물에 침지한 후 내열성

PP봉지에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121
o
C에서 180분 동안

살균하였으며, 2일 경과 후 충분히 냉각된 다음 종균을

접종하였다.

종균접종 : 톱밥종균(V/V, 참나무톱밥 85%, 미강 15%)

을 이용하여 원목당 50 g 정도 접종하였다.

균사배양

온도 22±1
o
C, 상대습도 65%, 암조건에서 환기를 충분

히 하면서 90일 이상 배양하였다.

매립작업

배양된 원목의 매립은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2회

실시하였고, 90%로 차광된 비닐하우스내 토양에서 가능

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양된 원목을 나란히 배열한

후 토양을 3-5 cm 두께로 덮었으며, 그 위에 잡초 발생억

제와 보습을 위해 다시 활엽수 낙엽을 2-3 cm 정도 덮어

주었다.

재배관리 및 수확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수하였으며 자실체의

색이 황갈색으로 되고 자실체의 크기가 최대의 크기를 유

지할 때 수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잎새버섯 원목재배는 원목의 준비, 침수, 살균, 종균접

종, 배양, 토양매립, 생육관리, 그리고 수확의 과정을 거

친다(Fig. 1, 2). 배양된 원목을 2012년 8월에 매립했을

때 당해 년에 자실체의 발생이 없고 이듬해부터 발생하

였고, 2013년 4월에 매립한 곳에서는 당해 년부터 자실

체가 발생하였다(Table 1). 잎새버섯의 자실체는 평균기

온이 20
o
C정도로 떨어지는 9월 중순경부터 발생하였다

(Fig. 3). 수확 첫해의 수확일은 ‘다박’ 품종이 9월 13일에

서 9월 23일 사이로서 ‘잎새1호’ 품종에 비해 10~15일 정

도 빠르고 색택은 ‘잎새1호’가 더 진한 갈색이었다(Table

1, Fig. 4). 수량에서는 ‘다박’ 품종이 평방미터당 2012년

매립 시 11 kg, 2013년 매립 시 13.6 kg이었으며, ‘잎새1

호’는 2012년 매립 시 15.3 kg, 2013년 매립 시 16.6 kg으

로서 ‘잎새1호’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1). ‘잎새1호’

품종이 ‘다박’ 품종에 비하여 색택이 진하고 수량이 높았

던 것은 ‘다박’ 품종이 비교적 고온기인 9월 상~중순경에

자실체 형성이 급속하게 되었으며 ‘잎새1호’는 10일~15

일 정도 늦은 다소 저온기인 9월 하순~10월 상순경에 자

실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차별 수량특성을 살펴보면 ‘잎새1호’의 경우 첫해에

16.0 kg/m
2
, 2년차에 15.4 kg/m

2
, 3년차에 9.5 kg/m

2
, 4년

Fig. 1. Whole processes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Fig. 2. Photographs of cultivation process in the log
cultivation of G. frondosa(ⓐ Oak log; ⓑ Incubated log; ⓒ
Placement of incubated log on the soil; ⓓ Log burying in
soil; ⓔ Covering the dead leaves on the soil; ⓕ Fruit body
oc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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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4.6 kg/m
2
, 그리고 5년차에는 4.6 kg/m

2
로 5년간 총

50.0 kg/m
2
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

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박’ 품종에서는 첫해에

12.3 kg/m
2
, 2년차에 11.5 kg/m

2
, 3년차에 12.7 kg/m

2
, 4년

차에 6.2 kg/m
2
, 그리고 5년차에는 8.2 kg/m

2
로 5년간 총

50.8 kg/m
2
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잎새1호’와 마찬가지로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잎

새1호’와 ‘다박’ 모두 총 수량에 있어 m
2
당 50 kg 정도로

비슷하였다. 두 품종 모두 3년차 이후 수량이 급격히 감

소하기 때문에 잎새버섯 원목재배는 3년까지만 수확을 하

고 이후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적 요

잎새버섯 원목재배 연차별 수량특성 조사결과 ‘잎새1호’

의 경우 첫해에 16.0 kg/m
2
, 2년차에 15.4 kg/m

2
, 3년차에

9.5 kg/m
2
, 4년차에 4.6 kg/m

2
, 그리고 5년차에는 4.6 kg/m

2
로

5년간 총 50.0 kg/m
2
의 수량을 나타냈으며, 3년차 이후 수

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박’ 품종에서는

첫해에 12.3 kg/m
2
, 2년차에 11.5 kg/m

2
, 3년차에 12.7 kg/m

2
,

4년차에 6.2 kg/m
2
, 그리고 5년차에는 8.2 kg/m

2
로 5년간

총 50.8 kg/m
2
의 수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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