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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신품종 ‘밤빛향’의 육성 및 특성

박영애 · 장영선 · 유림 · 가강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Breeding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newly bred 
Lentinula edodes strain, ‘Bambithyang’

Youngae Park, Yeongseon Jang, Rhim Ryoo, Kang-Hyeon Ka*

Special Forest Product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uwon city 16631, Korea.

ABSTRACT: A new cultivar, ‘Bambithyang’, was bred from monokaryotic strains of Sanbaekhyang and SANJO 707ho using the
mono-mono hybridization method. Its incubation period was determined to be 100 days and its optimum temperature for fruit
body flushing, 11-20°C. The mushrooms had a convex cap (diameter, 69.6 mm; thickness, 15.2 mm) and stipes in their center.
The color of their upper sides was chestnut brown; their gills were arranged in a ripple style and had medium density. Their
scales were cream-colored and fully distributed; the stipes were cream-colored and cylindrical (thick upper part). They also had
cream colored fluffs and sporadic fruiting bodies. Zone lines were present when they were cultivated with mother and father
varieties. Their stipe lengths and caps were 9% shorter and 16.9% thick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Sanbaek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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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고(Lentinula edodes (Berk.) Pegler)는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며 맛과 향이 독특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

로 혈관속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 주는 에리타데닌

(eritadenin) (Park et al., 2011), 항암(Fang et al., 2006),

관절치료(Chandra et al., 2011), 면역조절(Tanaka et al.,

2011), 항당뇨(Sharma et al., 2013) 등 약리적인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Kim et al., 2019). 

표고는 원목재배와 톱밥재배에 의해 생산되며 원목재배

기간은 4~5년인데 반해 톱밥재배는 6개월로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 패턴도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급속하게 전

환되고 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재배

사의 노후화, 고령화로 인해 기존 재배 방식의 변화가 필

요하게 되었다. 환경변화에 적합한 연중재배시설과 ICT

융복합 기술의 접목으로 인한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

고 이에 맞추어 연중 안정적으로 표고가 생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

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가입하였고, 2008년부터 표고가 품종보

호 대상 작물이 되었다(Kim et al., 2016). 그동안 국립산

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와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개

인 육종가에 의해 표고 신품종이 육성되어 왔으나 중국이

나 일본에 비해 국산 표고 품종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Park et al., 2019).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표고 신품종연구는 이핵균사와 일

핵균사간의(di-mon) 교배에(Leonard et al., 1978) 의한

품종으로 산림7호(Bak et al., 2010), 수향고(Bak et al.,

2013), 천백고(Bak et al., 2013), 풍년고(Bak et al.,

2015), 백화향 등 다수가 있고 선발육종 품종으로 가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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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최근 들어 일핵균사간의(mono-mono) 교잡을

활용한 품종으로 산백향, 산장향(Park et al., 2019), 산산

향, 만추향 등의 품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표고를 선택할 때 갓이 둥글고 두

껍고, 대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 선호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자 갓이 크고 색택이 밝고 대가 다

소 긴 산백향과 갓이 둥글고 대가 짧은 산조 707호 품종

을 교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백향

품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갓이 둥글고 대가 짧은 특

성을 갖는 밤빛향 품종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결과를 보

고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교잡에 사용된 일핵균주는 ‘NIFoS 2778-n-6’으로 산

림과학원의 개발 품종 산백향에서 분리하였으며, 봄~가을

에 주로 발생되는 중온성 품종으로 생산성이 많으나 대가

긴 편이고, 다른 모균주 일핵균주는‘NIFoS 2468-n-5’로

산림버섯연구센터의 개발 품종 산조707호이며, 봄~가을

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대가 짧고 갓이 두꺼운 특징

을 가지고 있다. 

Mono-mon 교잡을 통한 새로운 품종 개발
‘NIFoS 2778-n-6’과 ‘NIFoS 2468-n-5’를 시험균주로

하여 생산성이 많고 갓이 두꺼우며, 대가 짧고 생산성이

많은 품종을 목표로 두 품종을 mono-mono방법으로 교잡

하였다(Chang et al, 2004). 약 2~3주 정도 배양 후 균사

의 선단에 형성된 부분을 취하여 2핵균사의 특이적 특징

인 꺾쇠연결(clamp-connection)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

였다. 새로 만들어진 교잡균주와 모균주를 PDA 평판배지

에 서로 마주보게 접종해서 1~2개월 배양하여 대치선이

형성되면 교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Park et al., 2015).

육성품종의 생리적 특성
교잡된 새로운 균주와 모균주를 (Park et al., 2015)에

의한 방법으로 균주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약 일주일 배

양된 균주를 PDA (Potato Dextrose Agar) 평판배지 정

중앙에 7 mm의 agar block을 치상 한 후 21~29
o

C까지

2
o

C 간격으로 설정된 배양기내에서 7일간 배양하였다. 각

처리구는 5반복하였고, 배양 7일째에 균사생장과 균사생

장속도, 최적배양 온도를 규명하여 모균주와 비교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다시 접종하여 균사 최적생장 온도에서

14일 배양 후 균사밀도를 조사하였고, 21일 배양 후 균총

색깔 조사와 30일 배양 후 피막여부를 차례로 조사하였다. ‘

신품종 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의 요령에 의해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톱밥배지의 재배 특성 
톱밥재배용 배지는 참나무류(상수리나무 1: 신갈나무 1)

톱밥과 영양원(밀기울)을 8:2(W/W) 비율로 하고 함수율을

60±5%로 조정하였다. 다음은 사각 내열 PE (Polyethylene)

봉지에 2 kg씩 넣고 121
o

C, 90분 고압살균법으로 제작되었

다. 살균과정과 배양 중의 통기를 위하여 봉지의 입구에 필

터를 끼운 다음 플라스틱 캡을 부착하였다. 교잡하여 최종

적으로 선발된 균주와 대조군으로 모균주 산백향과 산조

707호를 50 반복으로 하였다. 배양특성과 중량감소율은 30

일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60일배양 시점에 명배양으로 전환

하였다. 100일간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전면 개봉하였고 스

프링쿨러 살수방법으로 발생작업을 진행하였다. 3차에 거쳐

발생작업을 진행하였고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Fig. 1. Photographs of monokaryotic mycelial mating to breed a new hybrid Lentinula edodes strain ‘Bambithyang’ 
A: Fruiting body morphologies of parent strains for breeding (NIFoS 2778 and 2468); 
B: Monokaryotic mycelia isolated from two parent strains (NIFoS 2778 and 2468); 
C: After mono-mono hybridization between NIFoS 2778(n-6) and NIFoS 2468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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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량 비교 및 자실체 특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National Forest Seed Variety

Center, NFSV)의 ‘신품종 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의 요령으로 (Park et al., 2015)에 의한

방법으로 자실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
새로 만들어진 균주와 모균주간의 균사특성, 자실체 특

성 등 모든 실험데이터를 SPSS 프로그램(PASW Statics

18;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통계처리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표고 균주의 육성 
시험균주인 ‘NIFoS 2778-n-6’과 ‘NIFoS 2468-n-5’의

교잡으로 새로운 교잡균주 ‘밤빛향’이 형성되었다. 1핵균

사간에 서로 만나는 부위에 다른 형태의 콜로니가 만들어

져 교잡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현미경 검경을 통하여도

clamp-connection을 확인하였다. 

육성품종의 생리적 특성
산림청 ‘신품종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에 의

하여 균사특성을 조사였다. ‘밤빛향’의 모균주인 ‘NIFoS

2778’와 ‘NIFoS 2468’을 동시에 약 30일 대치배양 한 결

과 대치선이 형성되었다((Fig. 2).

21-29
o

C까지 2
o

C간격으로 7일간 배양한 결과 25
o

C 배

양에서 47.4 mm/7 days 균사생장량이 가장 최적온도로 규

명되었고 1일 평균 균사생장속도는 6.8 mm이었다(Table 1).

균사생장이 빠르면 종균을 원목이나 톱밥배지에 접종하여

균사만연까지의 경과가 빠르다. 이는 여러가지 환경적 요

인 또는 병해충에 대항력이 클 수 있다. 아울러 온도를 고

려한 세심한 선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Park et al.,

2019)

균사생장 최적온도인 25
o

C에서 배양하여 14일 경과 후

균사밀도는 조밀하였고, 21일 경과하여 조사한 결과 균총

(colony)의 색깔은 없었다. 30일 배양하여 균총의 피막형

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피막이 형성되었다(Fig. 3). 대

조품종인 산백향은 균사밀도 조밀, 균총의 색깔 없었고

피막 형성으로 밤빛향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고 균주

의 균사는 배지의 기질이나 영양원 또는 환경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온도, 습도, 광 등의 조건을 다르게 하고

배양하면 균총의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Table 1. Effect of culture temperature on mycelial growth of Lentinula edodes (NIFoS 3404) strain

Mycelial culture
 time (days)

Temperature (oC)
21 23 25 27 29

3 15.7 ± 0.4c 18.6 ± 0.5b 20.1 ± 1.1a 18.8 ± 0.4b 12.5 ± 0.2d

4 21.4 ± 0.5b 25.2 ± 0.9a 26.2 ± 1.3a 25.8 ± 0.4a 13.4 ± 0.6c

5 27.5 ± 0.9c 32.2 ± 1.0b 34.0 ± 1.5a 32.5 ± 1.1b 15.4 ± 0.3d

6 33.4 ± 0.8c 38.3 ± 1.3b 40.6 ± 1.3a 39.5 ± 0.8a,b 16.7 ± 0.5d

7 38.7 ± 0.4c 44.0 ± 1.1b 47.4 ± 1.4a 47.0 ± 1.0a 19.8 ± 0.7d

* In the same row,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5, a=0.05)

Fig. 2. Confrontation culture between hybrid strain
‘Bambithyang (NIFoS 3404)’and parent strain Sanbackhyang
(left) or hybrid strain ‘Bambithyang’ and parent strain
SANJO 707ho (right). Arrow indicates the zone-line
formation showing that the hybrid strain ‘Bambithyang’ was
different from the parent strain Sanbackhyang or SANJO
707ho.

Fig. 3. Mycelial growth characteristics of ‘Bambithyang
(NIFoS 3404)’ according to the culture periods on potato
dextrose agar plate. 
A: Compact mycelia density after 14 days of culture;
B: 21 days culture: Colony colorless; 
C: A very thick and dense mycelia mat after 30 day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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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품종의 재배특성
톱밥배지의 균사배양 초기 오염없이 균사생장 및 활착

이 잘 이루어졌으며 봉지내의 표면이 정상적으로 매끄럽

게 형성되었다. 30일 배양 시점에, 균막이 정상적으로 형

성되었고 균사만연율이 91.3±2.5%로 배지의 융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60일 배양 시점에, 균막이 정상적으

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배지의 융기가 진행되었다. 갈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갈변 정도는 짙음의 단계가 중간

이상 조사되었고 분해수가 적었다. 발이 흔적은 보이지 않

았다. 100일 배양 종료시점에는, 균사의 재생장은 없었고 갈

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갈변의 정도는 진갈색을 보

였다. 분해수는 적었고 발이 및 조기 발생도 없었다. 배지의

경도는 보통이었으며 중량감소율은 15.7±1.3% 이었다.(자

료 미제출)

수확량 비교 및 자실체 특성 
모균주인 산백향 및 산조 707호는 중온성 품종으로 자

식성 균주인 밤빛향의 온도도 중온성으로 조사되었다. 자

실체 갓의 강도는 중간보다 단단하였고 각의 색깔은 진갈

색으로 수분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다. 사각배지와 기

둥형배지, 원통형배지의 형태로 재배한 결과 자실체 형태

적으로 보았을 때 밤빛향의 고유 특성은 기둥형배지에서

가장 잘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 

자실체의 형태적 특징은 Table 2와 같다. 밤빛향의 생중

량을 비교했을 때 모균주 두 품종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모균주인 산조 707호와는 약 두배 정도 차이가

났다. 갓두께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균주 산백

향보다 두껍고 또 다른 모균주 산조 707호 보다는 얇았다

. 대길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산조707호 <밤빛향

<산백향 순으로 길었다. 목표로 하는 짧은 대길이에는 모

균주인 산백향 보다 짧고, 산조707 보다는 긴 대길이로

어느정도 부합하였다. 갓직경 길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세

품종 모두 중대형품종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중

량, 갓두께, 주름폭, 주름개수, 대길이는 유의적 차이를 보

였고 갓직경과 대두께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실체의

형태의 정성적 평가를 얻었고 정량적으로 대조품종 약

9% 줄이는 효과를 와 갓두께는 16.9% 두꺼운 결과를 얻

었다. 버섯은 산발 발생하여 솎아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밤빛향의 생산

량은 428 g/2 kg으로 21.4%의 수율을 보였다. 생산량 비

율은 1차 발생 87% 2차발생 6% 3차발생 7%이고, 대조

군인 산백향은 1차발생 89% 2차발생 6% 3차 발생에서

5%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신품종출원, 2017-45), 산조

707호는 1차발생 75% 2차발생 17% 3차 발생 8%로 본

Fig. 4. Fruiting bodies of new breed ‘Bambithyang (NIFoS 3404)’ produced by sawdust bag cultivation.
A: Column type sawdust medium; B: Fruiting bodies (upper and foreground view); C: Quadrangle type sawdust medium.

Table 2. Comparison of productivity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ies between L, edodes strains (parent strains
Sanbackhyang and SANJO 707ho and new breed ‘Bambithyang’

Comparative characteristics
Lentinula edodes cultivars

Sanbackhyang
(NIFoS 2778)

Bambithyang
(NIFoS 3404)

SANJO707ho
(NIFoS 2468)

Fresh weight (g) 41.1 ± 14.9b  36.2 ± 11.5b 81.5 ± 49.0a

Cap diameter (mm) 69.0 ± 10.6a 69.6 ± 9.5a 66.5 ± 12.9a

Cap thickness (mm) 18.3 ± 1.8b 15.2 ± 2.0c 22.9 ± 4.9a

Gill width (mm) 1.8 ± 0.4c 2.1 ± 0.6b 2.7 ± 0.4a

No. of gills (ea) 23.5 ± 2.0b 20.9 ± 3.6c 26.9 ± 1.7a

Stipe length (mm) 48.2 ± 7.3a 53.0 ± 6.3a 33.2 ± 10.2b

Stipe thickness (mm) 12.1 ± 2.7a 13.8 ± 1.9a 11.9 ± 4.7a

Dry weight (g) 4.3 ± 1.6a 3.3 ± 0.9a 3.5 ± 1.6a

* The asterisk indicates a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anbackhyang (NIFoS 2778) and SANJO 707ho stra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1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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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사각배지의 기준으로 산조707의 주 재배형태인

기둥형 배지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목표로 했던 모균

주 산조707의 짧은 대길이의 특성이 유전된 것으로 보였

으며, 생산성은 산백향의 생산성이 유전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신품종 밤빛향의 재배특성이 조사되었으며,

갓의 색태가 진갈색의 특성을 보여 ‘밤빛향’으로 명명하

였으며 이를 품종보호출원하였다.

적 요 

최근 표고버섯의 맛과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재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표고버섯

품종개발의 요구도는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밤빛향’은 산백향과 산조707호을 모본으로 하여 일핵

균주간의 교잡을 통해 새로이 육성된 품종이다. 배양기간

은 100일이며, 발생온도가 11-20°C로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버섯의 형

태는 평반구형으로 대는 갓의 중심에 위치하며, 갓의 직

경은 69.6 mm이며, 갓의 두께는 15.2 mm이다. 버섯 갓의

색깔은 진한 갈색으로 일반적인 표고의 갓 색깔보다 짙다

. 버섯의 주름살 측면의 모양은 부정형으로 주름살의 밀도

는 보통이지만, 폭이 좁다. 인편의 색깔은 옅은 미(米)색

이며 인편은 갓의 전체에 퍼져 있다. 대의 모양은 기둥형

과 깔대기형이 섞인 모양이고, 색깔은 옅은 미(米)색으로

주름살의 색깔과 같다. 대의 표면에는 털이 있으며 털의

색, 대의 털 색, 갓의 인편 모두 옅은 미(米)색으로 존재한

다. 버섯은 산발 발생하여 솎아주기가 거의 필요 없다. 모

균주인 산백향과 산조 707호와의 대치배양에서 확연하게

대치선을 형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자실체의 형태는 정성

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얻었고 정량적으로 대조품종 산백

향의 대길이보다 약 9% 줄이는 효과와 갓두께는 16.9%

두꺼운 결과를 얻었다. 목표로 했던 모균주 산조707호의

짧은 대길이의 특성이 유전되었고 산백향의 생산성이 유

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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