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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느타리 품종 ‘장다리’의 육성 및 자실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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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breeding of a cultivar 
Pleurotus citrinopileatus ‘Jangd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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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ik Kong1, and Young-Bok Yo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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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oyster mushroom is one of the commonly cultivated mushrooms. In 2013, the cultivation areas and
products of oyster mushrooms were 60,039 M/T and 201 ha, respectively. Many species of oyster mushrooms are cultivated in
various countries. These include Pleurotus ostreatus, P. florida, P. sajor-caju, P. eryngii, P. citrinopileatus, P. salmoneostramineus and
P. cystidiosus. P. citrinopileatus is a yellow oyster mushroom famous for its health benefits such as anti-cancer and anti-oxidant
effects. Therefore, a cultivar P. citrinopileatus ‘Jangdari’ was developed to improve yield and the ability to grow well at lower
temperatures. Two parent strains ‘Gumbit (KMCC02150)’ and ‘KMCC02145’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Jangdari’ was developed by the method of Mon-Mon crossing between monokaryons derived from ‘Gumbit’ and
‘KMCC02145’, and finally selected through continuous cultivation tests. The optimum temperature for mycelial growth was 30oC.
The cultivar could grow well at high temperatures, especially 16~24oC. Fruiting body production per bottle (850 mL) was about
90.0 g. Stipe length and thickness of ‘Jangdari’ were similar to those of ‘Gumbit’. ‘Jangdari’ was more resistant to low temperature
than ‘Gumbit’, and thus it could be cultivated with oyster mushrooms (P. ostreatus). In addition, while cultivating ‘Jangdari’, it is
not required to scrape out the upper side of bottle’s sawdust medium; hence, its cultivation is expected to save energy and time.

KEYWORDS: Pleurotus citrinopileatus, Jangdari, Yellow oyster mushroom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느타리가 가장 많이 재배되어 오고 있

으며, 2013년도에 느타리의 국내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각

각 201 ha, 66,039 M/T으로 전년도인 2012년도에 비해

각각 5,38%, 27.02%씩 증가하였다(Oh et al, 2015). 세계

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느타리류에는 느타리, 사철느타리,

여름느타리, 큰느타리,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전복느타

리 등이 있다(Zadrazil, 1978; Stamet, 1993).

노랑느타리(Pleurotus citrinopileatus)는 분류학적으로

담자균문(Basidiomycotina), 균심아강(Hymenomyceidae),

주름버섯목(Agaricales), 느타리과(Pleurotaceae), 느타리

속(Pleurotus)에 속하는 백색부후균의 일종으로 중국, 인

도, 일본 등에서 인기있는 식용버섯 중 하나이다(Lee et

al., 2007). 노랑느타리 종류에는 크게 3종이 있는데, 하나

는 유럽에서 많이 자생하는 Pleurotus. cornucopiae, 동아

시아에 주로 자생하는 Pleurotus.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 북미대륙에 자생하는 Pleurotus. poplinus

이다(Vilgalys et al., 1993). P. cornucopiae는 갓이 노란

색이며, 대의 중심아래부분이 다발을 이루고 보랏빛 포자



74 오민지 · 임지훈 · 오연이 · 신평균 · 장갑열
1
· 공원식 · 유영복

를 갖는 반면, P.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는 더 밝

은 노란색의 갓을 갖으며, 담자포자가 더 작고 더 밝은 빛

의 포자 색깔을 나타낸다(Zervakis G and Balis C, 1996;

Ohria I, 1990). Singer(1986)는 P. cornucopiae와 P.

citrinopileatus를 분리된 종이라고 하였지만, Ohira(1990)

는 P. citrinopileatus를 P. cornucopiae의 변종으로 보고

P.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라고 명명하였다. Bao

(2004)는 연구결과 P. cornucopiae와 P. cornucopiae var.

citrinopileatus가 균사 접합이 가능한 화합성이었고 이를

통해 두 종이 같은 종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랑느타리는 항암, 항고지혈증, 항산화효과 등의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기능성 소재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2006년에 육성된 노랑느타리 ‘금빛’에서는 16종의 아

미노산이 검출되었고, 그 중 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oh et al., 2008). 또한, 색깔이 다양한

웰빙 식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등

의 칼러버섯의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Yoo et al., 2006).

따라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소

재로써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노랑느타리의

품종을 육성하여 그 육성과정과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배양
품종 ‘장다리’ 육성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KMCC02150

(Gumbit, 금빛)과 KMCC02145로 단포자교잡에 활용하였

으며, 대조구로는 모균주 중 하나인 ‘KMCC02150’을 사

용하였다. 두 모균주 KMCC02150과 KMCC02145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에서 보관 중인 균주

를 이용하였다. 균주 배양, 단포자 분리 및 발아 등에는

감자한천배지(PDA, Potato Dextrose Agar)를 사용하였으

며, 가변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감자한천배지(PDA)와 버

섯완전배지(MCM, Mushroom Complete Medium) 두 가

지를 사용하였다. 감자한천배지의 구성 성분은 증류수

1000 mL에 Potato Dextrose Agar(BD Dicfo) 39 g이고,

버섯완전배지(MCM)의 구성 성분은 증류수 1000 mL에

Dextrose 20 g, Yeast extract 2 g, Peptone 2 g, MgSO4

0.5 g, KH2PO4 0.46 g, K2HPO4 1 g, Agar 20 g이다. 잘

섞인 배지를 고압멸균기에서 121
o
C에서 20분 간 멸균해

주고 45~50
o
C까지 식혀준 뒤 90 × 60 cm 페트리디쉬에

약 20 mL를 분주하였다. 배지가 굳을 때까지 1일 간 무균

대에 놓아둔 뒤, 두 모균주를 감자한천배지와 버섯완전배

지에 접종하여 20
o
C, 30

o
C 항온기에서 각 각 배양하였다.

단포자 분리 및 교배
KMCC02150과 KMCC02145 두 균주의 자실체를 갓

부분만 메스로 잘라내어 플라스틱 고깔에 멸균된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뒤 멸균된 페트리디쉬에 1일 정도 거

치하여 담자포자를 채취하였다. 멸균수를 이용하여 수집

된 담자포자를 다양한 농도로 희석하고, 이 희석액을 100

µL씩 감자한천배지에 삼각유리봉을 이용하여 도말하여

빛이 차단된 25
o
C 항온기에서 5~7일간 배양하였다(Yoo

et al., 2006). 독립적으로 발아한 포자를 멸균된 이쑤시개

로 떼어내어 새로운 감자한천배지에 옮긴 뒤 다시 25
o
C

항온기에서 7~10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사체의 꺽쇠

연결체(clamp connection) 유무를 NIKON E800 현미경

400배 비율에서 관찰하여 꺽쇠연결체가 없는 단핵균주만

을 선발하여 교잡에 사용하였다. 

교잡 및 교잡계통 자실체 특성 검정
감자한천배지에 KMCC02150의 단핵균주와 KMCC02145

의 단핵균주를 1-2 cm 간격으로 대치배양하여 2균주가

접합된 부위를 NIKON E800 현미경으로 꺽쇠연결체 형

성 유무를 관찰하였다. 꺽쇠연결체가 형성된 것을 교잡계

통으로 선발하여 자실체 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잡계

통의 자실체 특성 검정을 위한 접종원을 만들기 위해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미송톱밥, 미강 80:20(%, v/v)을

수분함량 65%로 혼합하여 180 mL 넣어준 후 실리스토

퍼로 입구를 막고 121
o
C에서 40분 간 멸균해주었다. 멸균

후 무균대 내에서 감자한천배지에 자란 균사체를 약 1x2

cm 크기로 자른 조각을 4조각 삼각플라스크 배지내에 접

종해주고 23
o
C의 배양실에서 21일 간 균사가 배지 내로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 배양해주었다. 재배실험을 위한

배지는 미송톱밥, 비트펄프, 면실박 50:30:20(%, v/v) 수

준으로 혼합하고 배지수분을 65%로 조정한 뒤 850 mL

PEP병에 입병한 후 121
o
C에서 90분간 고압멸균하였다.

멸균이 완료된 배지는 냉각실에서 12시간 정도 냉각 후

클린벤치 내에서 한 병 당 삼각플라스크에 배양된 고체

접종원을 약 25~30 g 정도 접종해 주었다. 배양온도 23
o
C,

습도 65%의 조건에서 25±5일간 배양 후 균긁기를 실시

하였고 생육실로 이동하여 실내온도 24
o
C, 상대습도

94~96% 에서 빛을 조사하면서 발이를 유도하였다. 발이

후에는 생육이 진행될수록 실내온도를 조금씩 낮춰주어

24~19
o
C 범위 내에서 생육시켰으며, 상대습도는 90~95%

수준을 유지시켰다. 7~10일 후 자실체를 수확하여 병 당

무게를 측정하고 자실체 형태적 특성은 국립종자원의 신품

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의거 조사하였다.

DNA 다형성 분석
교잡계통의 DNA 다형성 분석을 위해 모균주와 교잡주

를 페트리디쉬 내 감자한천배지에 121
o
C에서 40분 간 멸

균된 셀로판필름을 깔고 5×5 mm 균사절편을 중간에 접

종하여 10일 정도 배양하였다. 셀로판필름 위에 형성된

균사체를 cell scraper로 긁어 멸균된 1.5 mL tube에 넣

고 −70
o
C에서 48시간 동결건조 시킨 후 균사체를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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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주었다. 균사체를 적당량 덜어 새로운 멸균된 1.5

mL tube에 옮기고 Magextractor-Plant Genome kit

(Toyobo)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DNA 다형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RAPD primer는 UPF primer

kit(JK Biotech.Ltd.)를 사용하였으며,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위해 GenetBio의

Prime Taq Premix(2X) 10 µL에 genomic DNA 50 ng

1 µL, primer 100 ng 1 µL, 멸균수 8 µL를 첨가하였다.

PCR증폭은 GeneAmp PCR Systems9700(Applied Biosciences)

을 이용하여 94
o
C에서 4분간 DNA를 변성시킨 후 같은

온도에서 1분 간 DNA의 결합을 끊어 단일 가닥으로 분리

시킨 뒤, 55
o
C에서 1분 간 DNA에 primer가 결합하고,

72
o
C에서 2분 간 DNA를 합성시키는 과정을 총 35 cycles

실시하였으며 최종 DNA합성은 72
o
C에서 10분으로 하였

다. 증폭된 PCR 산물은 1 X TAE 완충용액에서 1.5%의

Safe Gel Stain을 넣고 염색 한 agarose gel에 100 V, 50분

간 전기영동하여 ImageQuant 400(GE Healthcare)을 이용

하여 UV lamp를 통해 증폭된 DNA band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성경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과학기술원 응용미생물과

에서 보유중인 느타리 균주들에 대하여 균총 및 자실체

특성검정을 하였다. 그 중 우수한 두 계통을 선발하여 교

잡한 후 2006년도에 ‘금빛’이라는 노랑느타리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2011년도에 ‘금빛’과 ‘KMCC02145’ 두 균주를

모균주로 선발한 뒤, ‘금빛’의 단핵균주와 ‘KMCC02145’의

단핵균주를 교잡하여 교잡주를 선발하였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반복재배실험과 자실체 특성검정을 통해

최종 우량계통인 ‘Po2011-23’을 선발하였고 생산력 검정

시험을 거쳐 2012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심의회

에 통과되어 ‘장다리’로 명명되었다(Fig. 1).

고유특성

균사 생장 적온은 25~30
o
C이며 버섯 원기형성 및 발생

온도는 16~24
o
C이다. 갓 색깔은 노랑색이며 자실체는 형

태는 다발형이다(Table 1). 갓의 직경과 두께는 각 각

45.8 mm, 1.4 mm로 대조구 ‘금빛’과 비슷하였다. 또한

대굵기과 길이도 각 각 32.4 mm, 6.6 mm로 ‘금빛’과 비

슷한 값을 나타내었다(Table 2, Fig. 2).

가변특성

감자한천배지(PDA)와 버섯완전배지(MCM)에서 20
o
C

와 30
o
C에서 6일 간 균사를 배양한 결과 ‘장다리’는 감자

한천배지와 버섯완전배지에서 생장이 비슷하였고 대조구

인 ‘금빛’은 버섯완전배지에서 조금 더 양호한 균사생장

을 보였다. 균사생장속도는 신품종 ‘장다리’가 대조구 ‘금

빛’에 비해 다소 빠른 경향을 보였고 20
o
C보다 30

o
C에서

균사가 더 빠르게 생장하였다(Table 3). 그리고 신품종 ‘장

다리’를 모균주인 ‘금빛’과 ‘KMCC02145’와 함께 DNA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균사체로부터 DNA를 분리한 후

UPF primer 4종류(1, 2, 3, 4)를 이용하여 신품종 ‘장다리’

Fig. 1. The pedigree of commercial strain ‘Jangdari (Po2011-
23)’

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train
‘Jangdari’

Strain

Optimum 
temperature 
of mycelial 
growth(oC)

Tem. pri-
mordia for-
mation & 
develop-
ment(oC)

Color of pil-
eus

Shape of 
fruiting 

body

Jangdari 25~30 16~24 yellow bunch type
Gumbit 25~30 19~25 yellow bunch type

Table 2.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of commercial strain
‘Jangdari’

Strain
Pileus(mm) Stipe(mm) Color of 

pileusDiameter Thickness Length Thickness
Jangdari 45.8±5.1 1.4±0.5 32.4±9.6 6.6±1.1 yellow
Gumbit 49.6±6.5 1.4±0.9 33.6±7.8 6.4±1.1 yellow

Fig. 2. Morphologies of fruiting body of Jangdari(Po2011-23,
upper) and Gumbit (KMCC02150,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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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균주에 대한 DNA profile을 분석한 결과 양친의

DNA 밴드를 모두 갖고 있으며, 두 모균주와의 구별성도

확인되었다(Fig. 3). 

자실체 수량성 및 재배상 유의점
자실체 수량성은 수차례 병 재배를 통해 검정하였다. 대

조구 ‘금빛’보다 발이가 하루정도 더 빨랐으며 총 생육일

수도 9일로 ‘금빛’보다 하루 적었다. 850 mL병에 재배를

하였을 때, 병 당 수량은 약 90.0 g이었고 대조구 ‘금빛’

은 병 당 84.7 g이었다. 대조구 ‘금빛’의 수량지수를 100

으로 하였을 때 신품종 ‘장다리’는 수량지수가 106으로

약 6% 증수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노랑느타리의

특성 상 일반느타리에 비해 고온에서 잘 생육하나 25
o
C

이상으로 너무 고온일 시 자실체 갓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장다리’는 저온에 강한 특성이 있어 일반느타리와 함께

생육이 가능한 품종이며 균긁기를 하지 않아도 생육에 큰

지장이 없어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이다. 일반느타리에 비

해 갓의 두께가 얇아 갓이 잘 부스러지는 특성이 있으므

로 유통 시에 이를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적 요

한국에서 느타리는 주로 재배되는 버섯 품목 중 하나이

다. 2013년도 느타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 각

60,039 M/T, 201 ha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종류의 느

타리들이 재배되고 있는데, 일반느타리, 사철느타리, 여름

느타리, 큰느타리, 노랑느타리, 분홍느타리, 전복느타리 등

이 있으며 이 중 노랑느타리는 항암, 항산화 등의 기능성으

로 유명하다. 이에 낮은 온도에서도 잘 생육하고 수량성도

높은 노랑느타리 신품종 ‘장다리’가 개발되었다. ‘장다리’

를 육성하기 위해, ‘KMCC02150(금빛)’과 ‘KMCC02145’

두 균주가 유전자원 특성평가에 따라 모본으로 선발되었

다. ‘장다리’는 ‘금빛’과 ‘KMCC02145’로부터 분리된 단

핵균주의 교잡으로 육성되었고, 반복적인 재배시험을 통

해 최종 우량계통으로 선발되었다. ‘장다리’의 균사최적온

도는 30
o
C이고, 버섯 생육은 다소 높은 온도인 16~24

o
C

에서 적절하다. 850 mL 병 당 수량은 평균 90 g이다. 대

조구 ‘금빛’과 비교했을 때, 대의 길이와 굵기가 유사했고,

‘금빛’보다 낮은 온도에서 생육이 양호하여 일반느타리와

비슷한 재배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장다리’를

재배 시, 균긁기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자실체를 발생

하여 농가에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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