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Mushrooms 한 국 버 섯 학 회 지

174

Not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Mushrooms 2020 June, 18(2):174-177
http://dx.doi.org/10.14480/JM.2020.18.2.174
Print ISSN 1738-0294, Online ISSN 2288-8853
© The Korean Society of Mushroom Science

Chan-jung Lee(Senior Researcher), Jung-Hoon Lee(Researcher),
Gyeong-Jin Min(postdoc), Hea-sung Park(Researcher), Een-ji Lee
(Researcher)
*Corresponding author
E-mail : lchanj@korea.kr
Tel : +82-43-871-5720, Fax : +82-43-871-5702

Received June 5, 2020
Revised June 22, 2020
Accepted June 24, 2020

개똥쑥 첨가에 따른 느타리의 생육 특성 및 수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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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ratio of Korean cultivated Artemisia annua for production of
functional oyster mushrooms. After 23 days of cultivation, mycelial growth was 12.7 cm in medium supplemented with 5% A.

annua and 12.5 cm in control. Mycelial growth progressively slowed with the addition of A. annua, with barely any growth (2.1
cm) in the presence of 70% A. annua. Mycelial density was high density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The
pileus diameter was greater in the presence of A. annua than in the control, but the pileus thickness was only slightly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The stipes thickness was greatest for 15% A. annua, and the length of stipes was longest at 10% A.

annua, but was lower than the value of the control. The L value of the fruiting zone was highest 10% firewood, and the L value
of freshwater was highest at 5% A. annua. The fruiting body yield was highest to (122 g/850 ml) in medium supplemented with
5% A. annua but markedly decreased at higher levels of A. an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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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느타리(Pleurotus ostreatus)의 생산량은 2017

년 53,532톤에서 2018년에는 39,675톤으로 감소하였다

(MFAFF, 2018). 또한 재배방식의 발달과 함께 품질의 균

일화 및 수량이 높은 혼합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Royse and Sanchez, 2007;

Gal and Lee, 2002), 최근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수목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배지자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 수목자원이 가지고 있

는 기능성 성분이 담자균류인 버섯에 의해 분해 또는 다

른 유도체화합물로 전환되는 연구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헛개나무(Hovenia dulcis THUNB)의 간보호기능,

산겨릅나무(Acer tegmeutosum MAX), 옻나무(Rhus

verniciflura) 등의 항암효과가 알려지면서(Hur et al.,

2006; 2007) 이들 자원을 버섯 배지재료로 활용하여 기능

성 버섯 생산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쑥속(Artemisia L.) 식물

로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

구의 극지방, 남반구의 열대 및 아열대, 더운 사막까지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Lodari et al., 1989). 개똥쑥은

독특하고 강한 향기로 인해 다른 쑥속 분류군들과 구별되

며 (Lee, 2009), 청호(菁蒿), 황화호(黃花蒿) 등의 생약명

으로 불려져 오고 있다 (Sung, 2008). 또한 개똥쑥의 추출

물 중 Artemisinin은 sesquiterpenperoids 화합물은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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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말라리아 원충에 강한 억제효과를 보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말라리아의 천연치료

제로 추천하고 있다(Klayman, 1985; Gonzalez et al.,

2011). 최근에는 유방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 키는

항암 효능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Singh

and Lai, 2001; Kwon et al., 2007). 

본 연구는 국내 자생 약용식물인 개똥쑥을 느타리 배지재

료로 활용하여 적정 혼합비율을 설정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느타리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개똥쑥의 첨가량에 따른 시험관내에서의 느타리 균사생

육 조사를 위하여 포플러톱밥과 미강을 8:2(v/v), 수분함

량 64±1%로 혼합한 배지를 대조로하여 개똥쑥을 5%,

10%, 20%, 30%, 50%, 70%를 첨가하여 총 6조합으로 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관은 20 mm×200 mm를 사용하였

으며, 각각의 혼합배지를 충진하여 고압살균기로 121
o

C에

서 20분간 살균하고 ‘춘추느타리 2호’ 종균을 접종 후

25
o

C 항온실에 배양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균사생육

길이를 측정하였다. 

개똥쑥의 첨가량에 따른 시험관내에서의 균사생육과 균

사밀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균사생육은 배

양 23일 후 개똥쑥 5% 첨가된 배지에서 12.7 cm였고, 대

조구인 포플러톱밥+미강(8:2)배지에서는 12.5 cm로 개똥

쑥 첨가배지와 균사생육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개똥

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구 보다 균사생장이 느렸으

며, 개똥쑥 70%에서는 2.1 cm로 거의 생육하지 못하였다.

개똥쑥 첨가량에 따른 균사밀도는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

가 없이 높은 밀도를 보였다(Table 1, Fig. 1). 이와 같이

개똥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사생장이 늦어진다는 결과

는 Avery 등(1992)이 개똥쑥에는 항균작용을 하는 다양

한 물질들이 함유되어있다는 연구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똥쑥 첨가에 다른 균사생육 특성 결과를 참조하여 느

타리 재배를 위한 개똥쑥의 첨가량을 결정하였으며, 병

재배에서 많이 사용하는 532배지(톱밥(Popla sawdust,

PS)+비트펄프(Beet pulp, BP)+면실박(Cottonseed meal,

CM(v/v)=50:30:20)을 기본배지로 개똥쑥(Artemisia annua

L.)을 병당(850 ml) 5%, 10%, 15%, 20%를 첨가하여 총

4조합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느타리 병재배 방법은 표

Table 1. Mycelial growth and density of oyster mushroom in test tube by mixed growth medium 

Substrate 
composition

Mixed ratio
(%)

Mycelial growth(cm) Mycelial
densitya 

7 days 15 days 23 days
 PS+RB 80 : 20 2.6 7.6 12.5 +++

PS+AA+RB 75 : 5 : 20 2.8 7.7 12.7 +++
PS+AA+RB 70 : 10 : 20 2.4 6.9 11.2 +++
PS+AA+RB 60 : 20 : 20 1.9 5.8 10.0 +++
PS+AA+RB 50 : 30 : 20 1.4 4.0 7.0 +++
PS+AA+RB 30 : 50 : 20 1.6 4.5 7.6 +++
PS+AA+RB 10 : 70 : 20 0.8 1.4 2.1 +++

* PS : Popla sawdust, AA : Artemisia annua, RB : Rice Bran, 
a 

+ : low, ++ : middle, +++: high

Fig 1. Change of mycelial growth of oyster mushroom in test tube by mixed growth medium. Control : PS+RS(80:20), AA :
Artemisia an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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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농교본에 준하여 재배하였고, 배양특성 및 생육조사

는 농촌진흥청 표준조사법(201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갓과 대의 표면색은 색차계(Minolta CR-200)로 측정하여

L, a, b값으로 나타내었다. 

개똥쑥 첨가량에 따른 배양일수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늦어졌으나, 초발이 소요일수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생략). 개똥쑥의 첨가량에 따른 느타리 자실체 특성

을 조사한 결과 갓의 직경은 대조구보다 개똥쑥 첨가에서

높았지만, 갓의 두께는 대조구에서 조금 높았다. 대의 두

께는 개똥쑥 15% 첨가에서 가장 높았고, 대의 길이는 개

똥쑥 10%에서 가장 높았지만 대조구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Table 2). 수확기 자실체의 갓과 대의 색도를 측정

한 결과 대의 L값은 개똥쑥 10%에서 가장 높았고, 갓의

L값은 개똥쑥 5%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a, b값은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자실체 수량은 대조구가

119 g/850 ml였고, 개똥쑥 5%에서 122 g/850 ml으로 가

Table 2. Fruit body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ostreatus by mixed growth medium 

Substratea Pileus(mm) Stipe(mm) Stipe color Pileus color
Dir. Thic. Thic. Len. L a b L a b

Controla 35.3 5.0 18.8 8.8 44.3 0.35 0.35 13.5 0.35 0.34 
AA 5% 38.3 4.7 19.0 5.7 51.7 0.34 0.35 14.2 0.36 0.35 

AA 10% 36.1 4.9 22.0 7.6 52.5 0.34 0.34 10.5 0.34 0.34 
AA 15% 37.4 5.0 23.6 6.7 42.0 0.35 0.35 10.1 0.35 0.35 
AA 20% 30.1 4.9 18.8 6.1 44.0 0.35 0.35 9.0 0.34 0.34 

 a

Control : PS+BP+CM(50:30:20, v/v), AA : Artemisia annua, Dir. : Dirmeter, Thic. : thickness, Len. : Length

Fig. 2. Yields of Pleurotus ostreatus by mixed growth medium. Control : PS+BP+CM(50:30:20, v/v), AA : Artemisia annua.

Fig 3. Fruiting body of Pleurotus ostreatus by mixed growth medium. Control : PS+BP+CM(50:30:20,v/v). AA : Artemisia an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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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고, 개똥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은 낮아졌다.

따라서 느타리의 수량과 생육특성을 고려할 때 개똥쑥의

적정 첨가량은 5% 이하가 가장 적당하며, 개똥쑥 첨가량

에 따라 균사 생육 및 수량이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Lee 등(2015)이 느타리 재배를 위해 약용작물인 단

삼의 적정 첨가비율은 5 g/병이 가장 적당하였고, 단삼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보고와 비

슷하였다. 

적 요

 본 연구는 국내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인 개똥쑥을 배지

재료로 활용하여 느타리 재배를 위한 적정 혼합비율을 설

정하였다. 개똥쑥의 첨가량에 따른 균사생육과 균사밀도

를 조사한 결과 균사생육은 배양 23일 후 개똥쑥 5% 첨

가된 배지에서 12.7 cm였고, 대조구인 포플러톱밥+미강

(8:2)배지에서는 12.5 cm로 개똥쑥 첨가배지와 균사생육

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개똥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구 보다 균사생육이 느렸으며, 개똥쑥 70%에서는

2.1 cm로 거의 생육하지 못하였다. 개똥쑥 첨가량에 따른

균사밀도는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이 높은 밀도를 보

였다. 개똥쑥의 첨가량에 따른 느타리 자실체 특성을 조

사한 결과 갓의 직경은 대조구보다 개똥쑥 첨가에서 높았

지만, 갓의 두께는 대조구에서 조금 높았다. 대의 두께는

개똥쑥 15% 첨가에서 가장 높았고, 대의 길이는 개똥쑥

10%에서 가장 높았지만 대조구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

다. 수확기 자실체의 갓과 대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대의

L값은 개똥쑥 10%에서 가장 높았고, 갓의 L값은 개똥쑥

5%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a, b값은 처리간에 뚜

렷한 차이가 없었다. 자실체 수량은 대조구가 119 g/850

ml였고, 개똥쑥 5%에서 122 g/850 ml으로 가장 높았고,

개똥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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