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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표고의 일반특성

1  표고와 생활

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오랫동안 식용되어 온 

버섯이다. 예부터 ‘일 능이, 이 표고, 삼 송이’라고 구전되어 오는 것을 보면

(정, 1966), 표고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매우 중적인 버섯이었던 것 같다.

  

능이 표고 송이

<그림 1-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버섯

표고는 불로초(영지)와 더불어 많은 의약적(醫藥的)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저
렴한 가격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건강식품으로는 으뜸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고는 항종양, 혈압조절, 비만억제, 항당뇨, 면역조

절, 간장 보호, 생식력 증진 등(Wasser와 Weis, 1999) 매우 다양한 순기능이 

알려져 있어 최근에 건강하게 살자는 붐에 걸 맞는 식품이다.
양송이는 세계 생산량이 1997년에 196만 톤, 표고는 같은 해에 132만 톤이 

생산되었다. 1999년에 표고는 전 세계 버섯시장에서 양송이와 근소한 차이로 

2위의 생산량을 나타내었는데, 조만간 양송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Chang과 Miles, 2004). 
특히, 우리나라 표고의 2004년도 생산량은 38,120톤 정도이며 연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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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외(2003년)를 소비하고 있는데(민과 석, 2005) 그 소비량은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당량의 표고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표 1-1), 앞으로 국내 표고시장 및 유통질서에서 새

로운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산 표고 때문에 국내 표고 재

배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표 1-1> 동북아시아 3국의 표고 생산량 

(단위 : 톤)

년도

한국1) 일본2) 중국3)

건표고 생표고 건표고 생표고 생표고

생산 수입 생산 수입 생산 수입 생산 수입 생산

1999 2,393 1,046 15,699  57 5,582 9,146 70,511 31,628 1,542,797

2000 2,278 1,079 17,454  59 5,236 9,144 67,224 42,057 -

2001 2,223  812 18,518  51 4,965 9,253 66,128 36,301 -

2002 2,231  908 21,545   8 4,449 8,633 64,442 28,148 -

2003 1,937  999 22,374   0 4,108 9,137 65,363 24,896 -

2004 1,922 1,254 24,397 115 4,135 8,844 66,204 27,205 -

1) 
산림청(http://www.forest.go.kr) 2006년

2) 菌蕈 2005년 10월호와 2004년 9월호
3) 特産情報 2001년 1월호

2  표고의 명칭과 분류

 가. 표고의 명칭

표고의 한글 이름은 빙허각(憑虛閣) 이(李)씨가 저술한 규합총서(1809)에 

‘표고’라고 쓰여 있는 것이 처음으로 추정된다(이, 1996). 표고의 한자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 전라도 蔈膏(표고), 경상도 蔈膏(표고), 조선왕조실

록에 標篙(표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28-1532)에 香蕈(향심), 동의보감(16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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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蕈(향심), 여지도서(1757)에 蔈古(표고), 만기요람(1808)에 蔈古(표고), 토명

조만선식물자휘(1931)에 香蕈(향심), 조선의 임업(1936)에 椎茸(추이), 조선

산야생식용식물(1942)에 蘑菰(마고)로 기록되어 있다. 시 에 따라 표고의 이

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표고를 중국에서는 香菇(샹구, xianggu), 향심(香蕈), 추이(椎耳), 향신(香信), 

동고(冬箛)(卯, 1998), 일본에서는 椎茸(시이타케, しいたけ), 영명은 Shiitake, 
black forest mushroom, oak-mushroom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는 표고를 참나무버섯이라고 부른다.

 나. 표고의 학술적 분류

표고는 담자균아문 주름버섯목에서 속하는 버섯이다. 분류체계에 있어, 표

고에 해 Singer는 구멍장이버섯과, Pegler는 송이과에 포함시켰지만 최근에

는 분류체계가 또 바뀌어 낙엽버섯과(Marasmiaceae) 표고속(Lentinula)으로 분

류하고 있다(Cannon 등, 2001).
표고는 영국의 균학자인 Berkeley가 일본에서 처음 표고를 채집하여 

Agaricus edodes Berkeley로 학명을 발표하며 학계에 알려졌다. 종명 edodes는 

東京의 옛 지명인 에도(江戶)를 의미하는 것이며, 당시 속명은 주름버섯속

(Agaricus)이었으나 1941년 Singer에 의하여 잣버섯속(Lentinus)으로 바뀌었고 

다시 1975년 Pegler에 의하여 표고속(Lentinula)으로 재분류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Pegler는 분류의 중요한 형질로 균사배열의 형태적 차이로 표고속은 

1종류 균사(generative hyphae) 잣버섯속은 2종류 균사(generative and skeletal 
hyphae)를 갖는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체계는 분자계통발생학

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현재 이 분류 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표고의 학명이 과거에 여러 가지 학명을 갖고 있음을 아래

에 나타낸 동종이명(같은 종에 하여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

다(http://www.indexfung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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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inula edodes (Berk.) Pegler, Kavaka 3: 20 (1976) [1975]

동종이명 

Agaricus edodes Berk., J. Linn., Soc. Bot. 16: 50 (1878) 
Armillaria edodes (Berk.) Sacc., Syll. fung. (Abellini) 5: 79 (1887) 
Collybia shiitake J. Schröt., Gartenflora 35: 105 (1886) 
Cortinellus shiitake (J. Schröt.) Henn., Notizblatt des Königl. bot. Gartens u. 

Museum zu Berlin 2: 385 (1899) 
Lentinus edodes (Berk.) Singer, Mycologia 33(4): 451 (1941) 
Lentinus mellianus Lohwag,: no. 698 (1918) 
Lentinus tonkinensis Pat., J. Bot. Morot 4: 14 (1890) 
Lepiota shiitake (J. Schröt.) Tanaka, Bot. Mag., Tokyo 3: 159 (1889) 

Mastoleucomyces edodes (Berk.) Kuntze, Revis. gen. pl. (Leipzig) 2: 861 
(1891)

Tricholoma shiitake (J. Schröt.) Lloyd, Mycol. Writ. 5 (Letter 67): 11 (1918)

현재까지도 표고의 분류체계는 논란이 되고 있다. Pegler는 형태적인 종의 

개념에서 L. boryana, L. guarapiensis, L. lateritia, L. novaezelandiea, L. edodes
로 나누었지만, Shimomura 등은 생물학적 종의 개념으로 이들 종들의 교배실

험에서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종들은 L. edodes로 나타났고 L. 
boryana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L. guarapiensis는 배양되지 않

아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형태적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서 논란은 계통발생학

적 종의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였다(Hibbett 등, 1995).
아래의 종은 표고속에 속하는 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종들이다

(http://www.indexfungorum.org).

Lentinula aciculospora J.L. Mata & R.H. Petersen (2000)
Lentinula boryana (Berk. & Mont.) Pegler (1976)
Lentinula cubensis (Berk. & M.A. Curtis) Earle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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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inula detonsa (Fr.) Murrill (1911), (= Lentinula boryana)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1976)
Lentinula guarapiensis (Speg.) Pegler (1983)
Lentinula lateritia (Berk.) Pegler (1983)
Lentinula novae-zelandiae (G. Stev.) Pegler (1983)
Lentinula raphanica (Murrill) Mata & R.H. Petersen (2001)

3  표고의 분포

 가. 표고의 생물지리적 분포

표고의 지리적 분포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
푸아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를 잇는 

지역과 서쪽으로는 부탄, 네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까지 분포되고 있다.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북서부 위치한 카자흐스탄에서도 발견된다

고 하며 이곳에서는 침엽수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Hibbett 등, 
1995). 그러나 표고는 참나무류와 밤나무가 속해 있는 참나무과 식물에서 주

로 발견되고 있다.
표고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원산지는 남태평양 지역 있는 보르네오 섬의 고

산지 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 지역은 울창한 상록 활엽수림 를 형성

하는 수직 아열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된 야생 표고의 포자가 오랜 세월

에 걸쳐 태풍과 계절풍에 따라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후 유전학적인 견지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림은 표고의 자연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 일본, 중국, 만 등

을 비롯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분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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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표고의 분포(長谷部, 1999)

 나. 우리나라의 표고 산지

우리나라에서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표고 산지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한정되어 있다. 경상도 지역은 양산(梁山), 울산(蔚山), 
동래(東萊), 장기(長鬐), 진주목(晉州牧), 함안(咸安), 곤남(昆南), 고성(固城), 사
천(泗川), 하동(河東), 칠원(漆原), 진해(鎭海), 언양(彦陽), 김해(金海), 거제(巨
濟) 등이었으며, 전라도 지역은 릉성(綾城), 해진(海珍), 영암(靈岩), 강진(康津), 
구례(求禮), 광양(光陽), 장흥(長興), 무진(茂珍), 보성(寶城), 락안(樂安), 고흥

(高興), 화순(和順), 동복(同福), 제주목(濟州牧), 정의(旌義), 나주(羅州), 진도

(珍島), 해남(海南), 남원(南原), 순천(順天), 흥덕(興德) 등이었다. 현재 표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보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

은 기록은 의외의 사실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2>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표고의 도별 생산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양산, 울산, 동래, 장기, 진주목, 
함안, 곤남, 고성, 사천, 하동, 칠
원, 진해 (12지역)

울산, 양산, 동래, 언양, 김해, 
함안, 거제, 고성, 진해 (9지역)

전라도
릉성, 해진, 영암, 강진, 구례, 광
양, 장흥, 무진, 보성, 락안, 고흥, 
화순, 동복, 제주목, 정의 (15지역)

나주, 영암, 장흥, 진도, 강진, 
해남, 남원, 순천, 락안, 보성, 
광양, 구례, 흥덕, 동복 (1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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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조선전기와 후기의 표고 생산지 분포(배 등, 2004)

1960년 는 제주도, 원주, 영동, 금능, 진안, 공주 등이 주요한 표고 재배단

지이었다. 1990년 에는 장흥, 공주, 영동, 청양, 거제, 진안 등이 6개 주산지

이었다. 현재는 위 지역을 포함하여 김제, 기장, 상주, 부여, 양평, 김포, 화성, 
홍천, 강원도 고성 등으로 확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표고가 우리

나라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표고의 재배 역사

표고 재배는 중국에서 AD 1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

시의 재배법은 나무에 상처내고 두드리는 ‘충격 재배법’ 형태이었다. 약 

400~500년 후인 15세기 무렵 일본에 이와 같은 재배법이 중국으로부터 도입

된 것으로 보고 있다(Chang과 Miles, 2004). 문화의 전래가 개 중국에서 우

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지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표고재배 기록은 

그 사이에 없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지방에서 주로 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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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기록들이 조선시 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표고 재배법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왕정(王禎)이 기술한 농서(農書, 1313)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요즘 산에서 향심(香蕈)이라고 하는 버섯을 키우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지쪽을 택해서 재배에 적당한 나무인 단풍나무, 잣밤나무류, 밤나무

류 등의 나무를 잘라서 넘어뜨린다. 도끼로 찍어서 흠집을 만든다. 여기에 

흙을 덮어서 눌러준다. 한해가 지나면 나무가 썩게 되는데 버섯을 따다가 부

셔서 흠집 안에 고르게 집어넣어 주고 풀잎이나 볏짚, 흙으로 덮어준다. 때

때로 물을 뿌려주기도 한다. 
물을 뿌려준 후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무를 막 기로 두드려 준다. 이

것은 버섯을 놀래주는 것이라 한다. 비와 이슬을 맞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버

섯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 해 수확을 할 수 있다. 버섯을 따내어도 씨앗

이 나무속에 들어 있어서 그 다음해에도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버

섯은 끓여서 먹거나 생버섯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맛이 좋으며, 땡볕에 말리면 

마른 표고가 된다. 지금 깊은 산골의 가난한 주민들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데 버섯이 잘되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표고를 인공재배 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

으로, 이 내용을 보면 당시 표고재배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한 

기술이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중림(柳重臨)이 쓴 농업백과사전인 증보산림경제(增補山

林經濟, 1766)에는 “나무를 벌채하여 음지에 두고 6, 7월에 짚이나 조릿  등

으로 덮어주고 물을 뿌려 주어서 항상 습하게 놓아두면 표고가 발생하게 되

며, 혹은 이르기를 때때로 도끼머리로 때려서 버섯을 움직여주면 버섯이 쉽

게 발생된다.”고 하여 역시 인공재배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벌채한 나무를 도끼

머리로 두드려 주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버섯의 포자가 날아와 접종되게 하는 

방법이며, 강원도 지방에서 ‘바람표고 재배법’이라고도 불러지기도 하였다.
이보다 약 30년 후 일본의 사토(佐藤成裕)가 기술한 필사본(筆寫本) 경심록

(驚蕈錄, 1796)에는 나무를 벌채한 후 칼로 흠집을 내어(蛇目) 수년간 눕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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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버섯이 잘 난 부분을 토막처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나무를 두드려 

주기도 하는 방법에 한 설명이 있어 체로 표고 인공재배 기술은 중국에

서 기원되어 한국과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고 재배 시 주로 참나무류 수종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에

서는 Alniphyllum, Altingia, 자작나무류, 서어나무류, 밤나무류, Cornus, 조록나

무류, Elaeocarpus, Engelhardtia, 비파나무류, 우묵사스레피류, Garcinia, 배롱나

무류, Liquidambar, 예덕나무류, 굴피나무, 참나무류, 검양옻나무, 사람주나무

류, Sloanea 속 식물들로 나라마다 여러 수종의 나무를 표고재배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ang과 Miles, 2004).

 가. 원목재배

우리나라의 표고에 한 연구는 1922년 임업시험장에서 ‘표고 인공재배시

험’을 시작하였고(이 등, 2000), 이 때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1886년경에 

표고 인공재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이 당시에 이원목은 전국의 

표고발생지 분포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인 제주도, 구례군, 함양군 

이외에도 강원도에 14곳(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평강군 등), 함경도

에 2곳(안변군, 경성군)의 천연발생지를 보고하였다(이, 1933). 그리고 표고 

재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되어 왔다.
표고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923부터 1929년까지 버섯이 나고 있는 

골목을 가늘게 쪼개어 원목에 타입(打入)하는 종목감입법(種木嵌入法)과 원목

에 칼로 흠집을 내어준 후 포자액을 뿌려주는 포자액 주입법, 포자액 신 

배양한 균사액을 뿌려주는 균사액 주입법, 칼로 흠집 낸 원목과 버섯이 나고 

있는 버섯나무(種木)를 섞어 두는 종목 혼입법 등을 비교 시험하였다(이, 1933). 
그 결과 골목을 가늘게 쪼개어 원목에 타입 하는 종목감입법이 가장 효과적

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1929년부터는 광릉에서 종목감입법으로 육성한 표고

골목을 전국 20개 지역에 분양하고 종목감입법을 보급, 교육함으로써 표고재

배 기술을 전국 농가에 확산시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표고의 원목재배나 톱밥재배에 관한 초기 기록은 1940년 임업시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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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한 선만실용임업편람(鮮滿實用林業便覽 : 594-598p)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鏑木, 1940). 이 책에서는 ① 톱밥종균 만드는 법, ② 톱밥종균을 원목에 

접종하여 원목재배를 하는 방법, ③ 종균병에서 균사가 만연되면 병을 벗겨

내고 저온 처리하여 버섯을 발생시키는 방법 등 3가지에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일본의 모리(森喜作)는 나무를 쐐기형으로 잘게 잘라서 이것을 병에 넣고 

배양한 종구(種驅) 종균을 1943년 개발하여 특허를 얻었으며 이 방법은 접종

이 간편하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1947년 일본 돗토리시(鳥取市)
에 버섯연구소(菌蕈硏究所)가 설립되어 표고의 연구, 재배교육 및 기술보급에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소에만 50여인의 연구자가 있어 표고 

연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일본삼림총합연구소에는 버섯․미생물연

구영역에서 버섯에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50개소에 

달하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임업시험장, 표고산업관련회사 연구소를 비

롯하여 각 학에서도 많은 연구를 계속하여 오늘날 일본 표고재배기술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표고 재배는 2차 전과 광복, 6․25동란 등  변란을 겪으

면서 중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1955년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표고

의 종균배양에 성공하였고, 1956년에는 동 임업시험장에서 표고종균 1,362㎏을 

배양하여 각도에 배부하고 기술지도도 하였다. 특히, 그 이후에 표고증식 제1
차 5개년 계획(1957~1961)과 표고증식 제2차 5개년 계획(1962~1966)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표고재배 농가 확 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제1차 5개년은 연

간 11,350㎏ 종균을 생산하여 100만 본의 원목접종과 건표고 185톤을 수출 

하였다. 
이 당시에 표고재배는 제주도, 지리산, 오 산을 중심으로 재배단지와 충청

도 지역이 포함되었다. 제2차 5개년은 연간 19,068㎏ 종균을 생산하여 168만 

본의 원목접종과 건표고 315톤을 생산하였다(이, 1997).
이 당시에 표고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임업시험장의 권영 와 

경기도 임업시험장의 김갑성, 이응래, 농림부의 함인조, 권오태 등이다. 특히 

김갑성은 ‘최신 표고재배법’(1956) 책자를 발간하여 표고 재배기술의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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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는 ‘표고(椎茸) 재배’(1966) 책자를 발간하여 표고 재배자들에게 커다란 

지침서가 되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표고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되어 1957년 198㎏이었던 

건표고 생산량은 1961년 62,810㎏으로 증산되었으며, 1962~1966년간 다시 표

고증식 제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표고 증산과 수출증 에 획기적 기여

를 하게 되었다. 2004년에 38,120톤을 생산하였고, 이중에 건표고는 1,921톤
으로 1961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33
년 만에 8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산림조합연합회 특수임산사업소에서는 우량품종의 선발육성에 힘써 다수의 

종균이 개발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임업연구원에서도 품종개량은 물론 표고

재배에 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20종의 표고 우량품종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표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나. 톱밥재배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톱밥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표고 톱밥재배를 전술한 기타지마(北島君三)의 1936년 톱밥종

균 개발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40년 선만실용임업편람(鮮滿實用
林業便覽)에 기록된 톱밥배지에서의 버섯발생 방법도 톱밥종균을 이용하여 

직접 버섯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실용적으로 톱밥재

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상해농업시험장(上海農業試驗站)에서 1956년부터 톱밥종균 병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1957년 병을 깨뜨린 후 꺼내어진 톱밥배지에서 버섯을 

발생시켜 초보적인 연구의 성공이 이루어졌다. 1974년 만농업시험장의 송

세복(宋細福)이 표고를 비닐봉지(太空包)에 재배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표고톱

밥재배에 한 연구가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78년 목이(木茸)의 비닐봉지 재배법이 중국에서 개발되었는데, 80년

 초 목이(木茸)의 비닐봉지재배 기술을 응용한 표고 봉상균사체(棒狀菌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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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 재배기술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확  보급되었다. 중국에서는 상해식용

균연구소, 광동성(廣東省) 미생물연구소, 삼명(三明)진균연구소, 화중농업 학 

응용진균연구소, 상업부 곤명식용균연구소, 중국과학원미생물연구소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표고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북경농업 학, 절강농업

학, 남경농업 학, 청화 학, 복건농업 학 등 많은 학에서 표고 및 각종 

식용버섯에 한 연구와 전문교육의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중반부터 상수리 톱밥이나 포플러 톱밥을 이용한 표

고 톱밥재배 시험연구를 계속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잡균 오염과 

버섯 발생량의 저조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1990년 홋켄산업의 오모리(大森
淸壽)가 임업연구원을 방문하여 일본의 표고 톱밥재배기술에 한 소개를 하

게 됨으로써 1991년 임업연구원의 표고연구자들이 일본을 방문, 견학하게 되

었으며 이후 표고 톱밥재배에 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3
년도부터 톱밥재배 기술을 실용화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액체종균 접종에 의한 톱밥재배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 최근에는 다량의 중국산 톱밥배지가 수입되어 표고를 생산하다보니 굳건

했던 표고 원목재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고재배 기술에 한 연구는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소, 충북 학교, 몇몇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표고재배 연구 역사가 깊고, 또한 그 동안 재배자 및 연구기

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하면 연구기관의 수도 적고, 연구인력 및 장비 등에 있어서 매

우 열악한 실정이다. 국제 경쟁력에 앞서기 위해서는 연구의 선진화가 가장 

주요한 과제이므로 연구 인력, 자재, 예산의 확충 등 이에 한 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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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고균의 생리 및 생태

 가. 표고(버섯)의 생활사

버섯류는 영양원의 섭취방법이나 서식장소가 달라져도 그 일생은 거의 같

은 경과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버섯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6단
계를 경과하는 세 가 반복된다. 표고도 이와　같은 생활사를 가지고 맛버섯 

등과 같이 그 기본형이 분생포자를 형성시키는 등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버섯이다. 

<그림 1-4> 표고의 생활사

  (1) 담자포자의 발아

담자포자는 적당한 온도, 수분, 공기(산소) 등의 환경조건이 갖춰지면 팽윤

하여 발아공에서 발아한다. 그러나 발아공이 없는 것은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서 생장하기 시작한다. 



표 고 재 배

18

  (2) 1핵 균사(단상균사, 1차 균사)의 생장과 접합

담자포자가 발아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그중의 핵이 분열하여 두개가 되고 

그 사이에 격벽을 생성시켜서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선단세포는 

분열을 되풀이 하여서 주로 세로 방향에 실 모양의 균사로 생장하게 되는데, 
각각의 세포내에 1개씩 핵을 갖고 균사로 생장한다. 하지만, 이 1핵 균사는 

일반적으로 버섯을 만들지 않는다. 1핵 균사는 생장도중에 그 선단이 다른 

균사와 만나서 화합성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균사의 접합이 이루어져 하

나의 세포내에 원래 각각의 균사 내에 있는 핵과 응하여 2핵 균사로 된다. 
1핵 균사의 2핵화는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한 개의 버섯에 유래한다. 담자포자로부터 생긴 1핵 균사의 접합은 

그 균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화합성을 갖고 있는 특정한 화합성형일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1핵 균사의 불화합 인자의 타입은 표고, 팽이, 느타리, 
송이 등의 경우와 같이 4종류의 것과 맛버섯, 양송이, 그물목이(털목이) 등의 

경우와 같이 2종류의 것이 있는데 전자를 4극성, 후자를 2극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 전술한 것은 근친관계에 있는 균사체나 포자 등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이 있는데, 산지(계통)가 다른 버섯의 포자에서 유래하는 1핵 균사는 서로가 

화합관계에 있어 서로 조합하여져 2핵화가 일어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셋째, 1핵 균사가 이핵 균사와 접촉하였을 때에는 1핵 균사는 2핵 균사를 

일으키는 일이 나타나는데 이를 ‘부라’현상이라고 한다. 후루카와(古川) 등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균사를 각각 접종하여서 야외의 동일한 표고 

재배장에서 균사를 배양시킨 버섯나무에서는 2년 경과된 것이 약 14%, 3년 

경과된 것이 약 19%, 4년 경과된 것은 약 31%의 비율로 원균에 비하여 성 

인자가 다른 자실체의 발생이 관찰된바 있다고 한다. 

  (3) 2핵 균사(2차균사)의 생장과 분지

2핵 균사는 각 세포내에 2핵을 갖고 있고, 선단세포가 생장하면 양핵의 중

앙부근 세포벽에 1개의 돌기(꺽쇠)를 생성하고 그 돌기를 통하여 핵을 이동

시켜 생장, 분지를 반복하며 증식한다. 2핵 균사는 꺽쇠의 유무를 현미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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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단히 판명하게 된다. 또한 2핵 균사는 1핵 균사보다도 생장이 빠르고 

버섯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버섯

류의 종균은 이 2핵 균사를 목편이나 톱밥에서 순수 배양한 것이다. 

  (4) 자실체(버섯 또는 3차 균사) 원기의 형성과 발육

2핵 균사는 영향, 온도, 수분습도, 빛 등의 환경조건이 주어지면 왕성하게 

분지를 반복하여 급속히 균사밀도를 증가시키고 3차 균사체라고 불리는 상

태로 변화한다. 이 균사세포는 짧고 잘 분지하는 형으로 육안으로도 판별되

는 작은 균사괴(원기)를 만들고 온도 등 각종의 자극을 받으면 생장이 분화

하고 자실체로 발달한다. 

  (5) 담자기 및 담자포자의 형성

자실체(버섯)의 줄기, 갓, 갓주름 등으로 분화된 자실체는 갓주름의 상부에 

담자기를 만들고 여기서 각 핵이 이핵 균사로 융합한다. 이 융합 핵은 바로 

감수분열을 반복하여서 4개의 핵을 만들고 동시에 담자기의 선단에 4개의 작

은 돌기를 만들며 그 가운데에 1개씩 핵이 들어가서 각각 담자포자로 된다.

  (6) 담자포자의 살포

자실체에 생긴 무수한 포자(표고에는 약 10억 개의 포자가 있다.)는 성숙하

면 바람이나 곤충 등에 의해서 운반, 살포되어 낙하하게 된다. 낙하된 포자

가 적당한 환경에 이르면 일부가 발아하고 생장하여서 균사가 되고 다음 세

를 반복하게 된다.

 나. 영양원

균류는 고등식물과 같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탄수화물은 다른 식물이 합성한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

에 표고 등의 목재부후균에 속하는 버섯류는 기주에 있는 목재 주성분의 설

룰로오스, 리그닌 등 그밖에 전분, 단백질 등을 이용하는데 그것들은 물에 

불용성인 고분자물질이다. 그 자체의 상태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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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세포막을 투과하여서 호흡하는 경우와 같이 각종의 산소를 분비하고 

그 물질을 수용성의 저분자 물질로 변환하여서 흡수한다. 
생장의 각종의 목적에 이용되어지는 영양분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탄소

원이고 그 다음은 질소원이며, 다른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도 미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러한 양분의 요구도는 버섯의 종류나 균사생육의 영양생장, 
또는 버섯을 만드는 생식생장의 과정에서도 각각 다르다. 각각 적당한 양분

의 농도나 양과 균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면 버섯류의 탄소원과 질소원

의 함량의 비율(C/N비율)은 영양생장에는 20:1, 또한 생식생자에는 30:1~40:1
이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목재부후균에 속하는 버섯류에서는 목재의 주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셀룰로오스나 리그닌 등을 용해하여 양분을 흡수하는데, 주로 먼저 분

해한 물질에 따라서 부후된 재의 색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갈색부후와 백색

부후로 크게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로 셀룰로오스 물질을 분해하는 부후된 재는 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현상을 일으키는 균을 갈색부후균이라고 부르고 또한 주

로 그리닌 물질 외에 설룰로오스 물질도 분해하는 부후는 목재가 백색을 띠

게 되는데 그것을 유발하는 균을 백색부후균이라고 부른다. 
표고나 맛버섯, 느타리, 팽이 등의 재배 버섯류는 백색부후균으로 분류되어

지고 있으나 같은 목재부후균에서도 팽이나 느타리의 경우처럼 목재성분에

의 의존도가 낮은 버섯류도 있다.

 다. 호흡 및 대사산물

부후균은 산소호흡을 영위하며 호흡작용의 사산물로 각종 가스류나 물 

외에 유기산 등도 생성시킨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탄산가스와 물 및 

수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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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표고균사 배양 중에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농도

배양일수(일) CO농도(ppm) CO2농도(ppm) O2농도(ppm)

9 100×102 1,500×102 700×102

16 25×102 1,600×102 980×102

39 10×102 1,700×102 700×102

121 6×102 550×102 1,300×102

223 1×102 600×102 1,000×102

※ 고밀도 P.E봉지에 포장된 톱밥배지(500g)의 봉지 내의 가스농도

또한 부후균은 산소결핍 상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생장을 하는데, 이 경

우에는 탄산가스와 교환하여 알코올 ․ 수산 등의 유기산을 생산시킨다. 
표고 균사의 배양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산가스 등의 농도는 앞의 <표 1-3>과 

같은데 배양 초기에는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배양 초기 배양 중기

<그림 1-5> 배양 중인 표고톱밥배지 

 라. 포자의 생리

포자의 형성에는 수분이 필요하고 18~26℃의 온도에서 잘 형성되며 0℃나 

34℃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포자의 발아는 증류수 중에서는 되지 않으나 

여러 종류의 배지에서는 18~28℃ 부근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100%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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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아하는데 발아 적온은 22~26℃이다. 건조상태에서는 80℃에서 10분이면 

사멸하고, 60℃에서는 5시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17.7℃의 저온에 2시간 방치할 경우에 발아율은 10~15%로 감소한다. 

여름에 2시간 정도 방치하여도 거의 영향이 없으나 24시간 유지하면 50~60%로 

발아율이 떨어진다. 수중에 두었을 때에는 50℃에서 30분, 40℃에서는 4시간

에서 발아 불능이 되나 30℃에서 둘 경우에는 4시간 후에도 현저한 발아장

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습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온도 30℃의 경우에는 습도 50%에서 20일

간, 습도 30%에서 50일간 유지하면 사멸된다. 그리고 35℃에서는 습도에 관

계없이 50일 후에는 각각 사멸한다. 
온도 20℃의 경우에는 습도 90%에서 90일, 습도 20~60%에서 210일간 유지 

할 경우에 발아 불능이 된다. 하지만 습도가 10%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210일
이 경과하여도 약간 발아력이 저하되는 정도이다. 포자는 빛에 관하여는 매

우 예민하다. 직사일광에서 10분간 유지 할 경우에는 발아장해를 일으키며, 
3시간이 경과하면 발아불능 상태가 된다. 

 마. 균사의 생리

  (1) 온도

   (가) 생장온도

표고균사의 생장 가능한 온도범위는 품종계통에 관계없이 약 5~32℃인데 

적온은 약 25℃로 22~26℃쯤이 적당하다. 또한 그 적온을 넘어, 높은 온도가 

되면 생장이 급격히 쇠퇴하여 지는데 그 경향은 높은 온도로 갈수록 현저하

다(그림 1-6). 
또한 각 온도에 있어서 표고균사의 생장은 품종계통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즉, 고온 발이형의 균사는 

다소 낮은 편의 온도에서 생장이 좋고, 높은 온도에서는 생장이 적으며 고온

에 견디는 내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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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발이형의 균사는 고온 발이형의 균사와의 반 로 낮은 온도 쪽에서 균

사 생육이 적은데, 높은 온도 쪽에서도 비교적 좋은 생장을 나타낸다(그림 1-7).

온  도 (℃)

<그림 1-6> 표고균사의 생육온도

온  도 (℃)

<그림 1-7> 표고 품종별 생육온도 

    (나) 고온과의 관계

표고균사는 고온에 하여는 매우 약하다. 액체 배양기상에서는 40℃에서 

수 시간, 50℃에서는 10분 이내에 사멸한다. 또한 한천배지상의 표고 균사를 

10분간 고온에 처리한 결과에서도 단시간에 사멸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50.

생

장

률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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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10분간 두어도 균사는 번식력을 잃어버린다.

  

<그림 1-8> 품종별 고온의 영향        <그림 1-9> 10분 후의 균사생존율

고온에 한 표고 균사의 영향은 품종 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0℃ 쯤 되는 고온에 표고 균사를 일정시간 놓아두면 균사의 생

장이 정지되는데 그 후에 25℃의 적온에 다시 옮겨 놓아서 균사의 생장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고온에서 버섯이 발생하는 고온 발이

형의 계통은 저온에서 버섯이 발생하는 저온 발이형의 계통에 비하여 균사

의 회복이 상당히 늦어지고, 고온에 의한 악영향을 크게 받는다.

   (다) 저온과의 관계

표고 균사는 저온에 하여 매우 강하다. 순수 배양한 표고 균사는 -5℃에

서 7주간, -10℃에서는 10일간, -15℃에서는 5일간에서 사멸한다. 또한 0℃에

서는 3년 이상, 10℃에서는 20개월, 20℃에서는 10개월, 30~35℃에서는 5개월

의 생존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버섯나무내의 균사는 -20℃에서 10시간 

접촉하여도 생육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일례를 들면, -20~-40℃에 3일간 방치하여도 그 후에 다시 생육적온에 

옮겨놓으면 다시 건전한 생육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상태에 있는 

것은 저온에 의한 균사의 사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온처리 후 회복에 필요한 일수(일) 

생

존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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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분

   (가) 수분과 균사의 생장

톱밥배지에서의 표고 균사의 생장은 배지 중의 공기 함유량에 따라서도 각

각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배지 중의 함수율이 40~70% 사이에서 매우 양호한 

균사 생장을 나타내고 있다. 균사생장에 알맞은 최적의 함수율은 60%로 나

타났다(표 1-4).

<표 1-4> 배지 수분과 균사의 생장(25℃ㆍ㎜/10일)

배지 수분(%) 30 35 40 50 60 70

여름 재배용 품종의 생장량 0 0 42.7 42.7 46.7 41.6

가을 재배용 품종의 생장량 0 0 37.3 46.9 49.1 46.9

봄 재배용 품종의 생장량 39.5 45.9 45.9 43.7

표고 원목재배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로 표시하기는 어려우나 균사생장에

는 35~45% 정도의 목재 함수율이 적당하다(표 1-5).

<표 1-5> 버섯나무의 함수율에 따른 균사의 생장면적

골목 함수율(%) 균사의 생장(㎠) 골목 함수율(%) 균사의 생장(㎠)

29.2 1.7 37.5 5.1

30.0 2.3 38.0 5.4

33.0 3.6 39.0 5.9

35.0 5.0 40.0 5.7

35.5 5.2 41.2 8.1

36.0 4.9 42.6 7.3

※ 수종은 졸참나무로 종균 접종 30일 후의 균사 생장면적을 조사함.

표고 균사는 재내가 100%의 포수상태이거나 목재섬유 공간 전체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장하지 않는다. 또한, 표고재배와 수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졸참나무 원목벌채 시의 함수율은 38~42%이고 원목 수종의 섬유포화

점은 22~25%이다. 또한 표고 균사의 생육 한계 함수율은 23~25%로 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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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가능한 한계 함수율은 12~13%이고 사멸하는 함수율은 9~11%이므로 균

사의 배양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함수율은 건량기준과 습량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건중량

에 한 수분의 양을, 후자는 원 중량에 한 수분의 양을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재관계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으로 표시하나 버섯관계에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습량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내

용에서도 총 습량기준의 함수율로 표시하였는데 습량 및 건량 기준의 함수

율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① 습량기준 함수율(%) 
    = 생중량 - 절건 중량 ÷ 생중량 × 100
② 건량기준 함수율(%) 
    = 생중량 - 절건 중량 ÷ 절건 중량 × 100

   (나) 목재조직의 생사와 균사의 생장

사물기생에 속하는 표고균은 목재조직이 살아있는 생목상태의 목재에서는 

생장이 나쁘다. 같은 수분상태에 있어서 목재조직의 생사와 균사의 생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재조직이 말라서 죽은 것이 월등히 우수하다(표 1-6). 따

라서 표고 재배에는 목재조직이 죽은 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6> 원목 목재조직의 생사와 표고균사의 생장

품종 수종
목재의 사멸처리 원목1) 무처리 원목2)

함수율(%) 균사생장(㎜) 함수율(%) 균사생장(㎜)

A(241)
졸참나무 39~42 100~105 39~40 12~37
상수리나무 39~40 100~105 39~42 6~12

B(358)
졸참나무 39~42 93~105 39~40 10~27
상수리나무 38~41 95~105 39~41 12~21

C(114)
졸참나무 38~41 97~105 39~40 11~27
상수리나무 38~41 97~105 39~42 11~21

D(514)
졸참나무 38~40 100< 39~42 17~30
상수리나무 38~42 100~104 39~41 15~22

1) 
목재사멸처리 : 고압처리(1.5㎏/㎝, 1시간)

2) 
무처리 원목 : 벌채 직후 토막치기 한 원목, 배양 25℃, 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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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재배에 사용되는 원목의 목재조직은 목재를 건조하는데 따라서 수분

이 감소하여 말라 죽는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고 균사의 

생장은 벌채할 때의 원목 함수율(약 40% 전후) 보다도 낮아진, 다시 말하자

면 목재조직이 고사하였을 때가 표고 균사 생장에 가장 적합하게 된다. 그러

나 목재의 함수율 면에서는 앞에서의 경우에 35% 이상이 좋지만 그보다 앞서 

목재의 고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목재 내의 수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소

표고 균사는 산소 호흡작용을 하는 호기성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공
기)가 없으면 생육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재 중에 수분이 과도하게 많으

면 산소가 부족하여 균사생장이 나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목내의 공극률

은 약 20%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수소이온농도(pH)

표고 균사는 pH 4.5~6.0의 약산성에서 가장 잘 생장한다. pH 7 이상의 알

칼리성이나 강한 산성에서는 균사의 생육이 나빠지게 된다. 보통 원목 pH는 

5.7 전후로 되어 있는데 균사가 번식하고 목재의 부후가 진행되면 사산물

인 수산 등 때문에 산도는 일단 높아진 후에 약간 떨어지는데 pH 3.8~4.5 정
도로 나타난다.

<그림 1-10> 표고 균사의 생장과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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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빛

표고균은 엽록소가 없어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는 균사

생장에 일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재배에서는 생장온도 확보, 수분

관계, 원기형성 등 관리 면에서 보아서 일반적으로 1,500~2,000룩스, 혹은 나

무의 수관(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부분으로 수관의 밀도에 따라서 햇빛이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다)으로부터 약간의 산광이 비치는 정도로 밝게 유지하

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고 균사의 생장과 빛과의 관계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연구되어 기존에 보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소개한다.

① 균사생장은 암조건 하에서 생장하고 빛이 강하게 되면 생장을 억제시

킨다.

<그림 1-11> 빛의 강도와 표고균사의 생육

② 균사 배양기간의 빛의 상태는 버섯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림 

1-12>의 조건에서 균사를 배양한 것의 버섯 발생량은 <그림 1-13>와 같

다. 즉, 균사를 배양하는 전 기간을 암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버섯 발생

기간의 빛의 유무에 관계없이 버섯이 발생하지 않고, 전 기간 혹은 부

분적으로 빛을 주는 경우에는 버섯 발생 기간에 빛을 주지 않아도 버섯

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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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톱밥배지 균사배양 중의 빛의 조사조건

<그림 1-13> 배양중 광조사와 자실체의 건조중량

③ 또한, 균사를 배양하는 동안에 빛에 노출시키는 ‘노광’ 시기도 버섯에 

영향하는데 노광 시기가 늦을 때에 버섯 발생상태가 좋아진다. 앞에서 

기술한 ②항은 실험실적으로 수행한 결과인데 실제의 원목 버섯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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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버섯나무 수피의 부후에 따라서 약간의 빛이 균사에 공급되고 있

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림 1-14> 배지의 자실체 발생에 미치는 광조사 시기의 영향

 바. 버섯나무화(부후도) 및 버섯의 형성

표고 균사가 원목 내에 번식하고 목재의 부후가 진행되어 버섯나무화가 되

고, 적당한 조건이 갖춰져서 버섯을 형성하는 데에는 버섯나무화(버섯나무의 

부후도) 정도가 문제가 된다.

  (1) 버섯나무화와 자실체 형성과의 관계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균사가 원목 내에 번식하고 발이를 하기 위하여

서는 먼저 균사는 재내 영양분을 분해 흡수하고, 균사체내에 충분한 양분을 

저장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발이의 조건이 정립되지 않는데, 이 영양분 섭취 

상태는 목재의 부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균사의 생장속도와 

버섯나무의 부후정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부후정도와 발이간에는 

상관이 있는데, 그것은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균사에 의한 목재의 부후는 

25~30℃에서 많다.



제 1 장  표고의 일반특성

31

<표 1-7> 표고품종의 생장성과 부후성(%) 

품  종
발 생 형

생장성 부후성
봄 가을

봄 발생 1 95 5 70 22.0

봄 발생 2 81 19 77 24.2

봄 발생 3 96 4 60 25.8

여름 발생 1 93 7 76 30.0

가을 발생 1 31 69 66 28.1

가을 발생 2 34 66 72 29.7

  

※ 생장성 : 25℃에서 4개월 경과한 골목내 균사

부후성은 톱밥배지 내에서 80일 배양한 졸참나무 목편의 중량감소율

원목재배의 예를 들어 버섯의 발이상태를 살펴보면, 표고의 원기는 수피 

내부에 형성되어지므로 목재 내부는 물론이고, 표피와 목재의 사이에 있는 

코르크층, 인피, 형성층까지 균사가 충분히 번식하여 부후된 것이 아니면 완

숙된 버섯나무라고 말할 수 없다. 수피부의 부후가 충분하지 않으면 버섯의 

발생량은 적어지고, 기형 버섯이 발생하며 수피 심부에 원기를 형성하고 버

섯의 줄기에 목재가 부착된 상태로 수확되는 현상도 생기게 된다. 표고 톱밥

재배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은 반드

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톱밥배지도 버섯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배양이 

완료된 경우에 톱밥배지 표면에 갈색의 균막이 형성되는데 이 균막은 버섯

나무의 수피와 같이 배지 내의 수분유지와 외부로부터의 잡균침입 방지 등

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목재배의 경우와 같이 톱밥재배에 있어서도 

버섯으로 분화하는 원기형성은 톱밥배지의 균막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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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버섯나무화와 발이와의 관계

  (2) 부후 정도의 판정

표고 균의 부후에 의한 버섯나무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으

로 나타난다.

   (가) 부후도와 자실체 형성과의 관계

자연 상태 하에서 부후되지 않은 목재도 건조되어 20% 전후에 중량감소가 

일어나지만 균에 의한 부후가 진행되면 30~50%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 경우

에 일반재의 중량감소율이 60%에 이르면 각종 강도는 0에 가깝게 나타나는

데 상당히 강도가 저하되는 상태로 된다. 그러나 버섯나무는 변재부 및 심재

부에서 부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하게 느낄 수 없다. 부후가 

진행된 버섯나무는 수피에 광택이 있고, 탄력성도 강하며 피층 및 코르크층

은 연하며 담황색으로 부후되고 나이테는 불명료하여져서 목부는 부드러워

지고 누르면 수피 밑에 견고한 원기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수분의 보유력

이 좋은 반면에 건조하여 가볍게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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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실체 원기의 형성과 비대생장 

기주로 있는 원목에 번식하여 만연한 표고 영양균사는 적당한 조건이 갖추

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생식균사로 되고 버섯으로 생장하는데 그 메카

니즘은 충분히 구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완숙된 버섯나무에서 버섯이 되

기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톱밥재배의 경우에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

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버섯나무를 배양이 완료된 

톱밥배지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생장 균사 원기형성
버섯형성

(원기의 비대생장)

빛, 수분, 온도 저온자극, 수분, 충격

<그림 1-16> 버섯나무 내 균사의 생태적 및 형태적 변화

  (1) 원기의 형성

생장한 표고 균사는 변온 하에서 버섯을 형성하는 변온결실성의 균으로 된

다. 기 보고된 것을 위주로 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서 논술하고 있는 변온결실성이란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버섯이 생성되는 

성질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재배 실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밤과 낮

의 기온차가 큼 봄과 가을이 표고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써 표고재배

의 적기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 변온과의 관계

버섯나무의 부후에 의하여 양분을 충분히 축적한 균사는 그 밀도를 증가하

여 기능이 분화되어 분지나 융합을 계속하여 버섯나무의 내피부의 섬유조직

사이에 난구형의 자실체 원기(버섯을 형성하게 될 균사덩어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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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도와 수분, 빛과의 관계

원기형성에 필요한 조건은 버섯나무의 재내 및 내수피부의 부후가 진행되

어 표고균사가 성숙하여 필요한 양분을 축적하면 품종에 관계없이 온도 

15~25℃에서 버섯나무 함수율 35~55%에서 어느 정도 밝은 호적한 환경 등이 

주어지면 원기는 상시 연속적으로 수피내부에 형성시킨다. 온도와 원기의 형

성 상태를 보면 10℃ 이하나 30℃ 이하에서는 원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온도와 원기형성에 요하는 일수는 20℃(15일)를 정점으로 하여 15~25℃
(15~30일)일 때가 많다.

   (다) 버섯나무의 수분

원기형성에 필요한 버섯나무 함수율은 35~55%가 필요하다. 버섯나무 수령

별로 함수율을 살펴보면, 2년된 버섯나무는 35% 이상이고, 3년 이상의 버섯

나무는 45~55%(생목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로 충분한 함수율이 필요하게 된

다. 결국 오래된 버섯나무 일수록 건조가 심하게 일어나므로 버섯나무의 수

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빛

원기는 빛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고 버섯나무 표면의 밝기는 1,500룩스 이

상이 필요한데, 특히 어두운 재배장에서는 빛의 밝기를 양호하게 하지 않으

면 안 되며, 밝은 곳에서는 온도나 습도도 관계한다. 버섯나무 내의 균사에 

다다르는 빛의 양은 외수피의 두께에도 관계하여 외수피 두께가 2㎜ 이상의 

부위에는 버섯의 원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그 외수피의 두께는 버섯나

무 내로 수분의 투과나 버섯의 발이에도 관계한다.

   (마) 원기의 열화 및 소멸

일단 형성된 버섯의 원기도 온도가 높아지면 열화나 소멸이 많게 된다. 버
섯 원기의 열화나 소멸기간은 25℃에서 1개월 정도 또는 10℃ 이하에서 3개
월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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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버섯나무 온도별 1개월간 중량과 원기수 변화

처리온도 12℃ 18℃ 24℃ 비고

버섯나무 중량 90% 74% 66% 버섯나무중량은 

처리 전을 

100%로 함원기수 110개 93개 62개

※ 균주 241호, 항온실내(습도 90%), 3년 경과된 버섯나무

  (2) 원기 비대 생장에의 자극

수피 내부에 형성된 원기는 전술한 원기형성과 다르다. 저온이나 수분, 혹
은 충격 등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방아쇠의 역할을 하여 원기의 비 생

장이 개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에는 이미 버섯나무 수피내에 많은 원기

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가) 온도(저온자극)과의 관계

원기가 버섯으로 비  생장을 개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온에서의 자극이고, 그 자극 온도는 균사생장의 적온보다도 낮다. 그
래서 자극 온도 및 기간은 품종계통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즉, 냉온에 오랜 

기간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 저온 및 고인이 반복되는 어느 정도의 기간

을 필요로 하는 것. 또한 고온일 경우에 짧은 기간의 저온에서 발이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수분과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온도조건에 관련하여서 버섯나무의 수분상태도 영향하는데 

함수율이 낮은 편이 좋은 것, 반 로 높은 쪽이 좋은 것 등 품종계통에 따라 

다르고 저온자극과의 관련효과를 볼 수 있다. 

   (다) 충격 기타와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저온자극, 수분상태 등에 따라서 원기의 비 생장은 개시되

나 또한 그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충격이 있는데, 침수타목의 효과는 옛

날부터 인정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발생에 있어서 버섯나무나 톱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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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두드림, 버섯나무나 톱밥배지의 쓰러뜨리기, 연중재배(시설재배)에서의 

침수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도 온도, 수분, 충격 등의 세 가지 상승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특히 급격한 환경변화와 자극을 버섯나무나 톱밥배지에 주는 

침수효과는 매우 크다.

  (3) 원기의 비대생장(버섯으로의 생장)

   (가) 온도

버섯의 생장 가능한 온도는 5~30℃ 범위에 있으나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품질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낮으면 갓은 후육 형으로 줄기

가 짧고 양질의 버섯이 되지만 생장에는 시간을 요한다. 이와 반 로 온도가 

높으면 육질이 연하고 소형 발육으로 갓이 피고 줄기도 길어지는 등 생장기

간은 빠르나 품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그림 1-17>과 같다. 발
육 생장온도는 10~20℃쯤이 좋으며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온도에 장시간 

놓아두면 그 후에 변온이 주어져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말라 죽는 일도 

있으므로 환경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17> 생장온도에 따른 자실체(버섯)의 생장곡선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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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분

버섯의 생장에는 버섯나무의 함수율 및 공중습도가 관계하여 이 양자의 균

형상태가 생장이나 형태에 크게 발현한다. 버섯나무의 함수율은 35% 부근 

이상을 필요로 하나, 수분이 적을 때 갓은 소형으로 많을 때는 형의 버섯

으로 생장한다. 공중습도는 80~90%가 적당하다.
그러나 버섯의 품질 형태에서 보면 향신형은 80% 이상일 때, 또한 동고형

은 65~70%일 때에 많이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저습의 경우는 소형으로 갓에 균열이 생기고, 60% 이하에서 생

육을 정지하고 더구나 50% 이하의 상태로 오랜 시간이 계속되면 고사한다. 
이와 반 로 90% 이상의 고습에서는 버섯의 인피 등의 모우가 보풀어 오른

다. 연질, 형, 암갈색이 강하고 물버섯으로 되며, 부패도 빨라지는데 특히, 
버섯나무 함수율, 공중습도 등이 놓은 경우에 이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다) 빛, 산소

원기가 버섯으로 비 생장하는 데에는 빛, 산소 등이 필요하다. 표고는 호

일성 균으로 원기형성 후에 암흑상태에서는 양질의 버섯으로 생장하지 않는

다. 빛이 부족하면 발이가 적고, 색이 엷어지며, 줄기가 긴 버섯으로 되고 작

은 상태에서 갓이 피는 등 품질이 나쁜 버섯으로 된다. 또한 빛의 질은 자색

이 가장 적당하고, 적색은 발생이 적다.

<그림 1-18> 빛과 버섯의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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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톱밥배지의 자실체 발생에 미치는 광질의 효과 

표고균은 호흡작용을 영위하기 때문에 생장에는 산소(공기)가 필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실내재배에서는 환기에 주의

하지 않으면 버섯의 품질이 나빠진다. 또한 버섯나무나 톱밥배지의 수분이 포

화상태에 있으면 균사는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발이(눈트기)가 나빠지게 된다.

   (라) 발이 및 버섯나무의 수분 및 양분과의 관계

버섯나무 내의 양분은 봄에서 가을사이에 서서히 증가하고 가을에는 당이

나 질소가 수피 하부에 많이 축적되어지고 원기의 비  생장이 시작되어 원

기주변에 새로운 균사가 다발모양으로 발육하고 버섯나무 내의 수분과 질소

분 등의 양분은 버섯의 직 하부에 집적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버섯의 비  

생장에 사용되어진다.
버섯의 갓이 피기 시작하는 생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그 버섯의 직 하부의 

수분이나 양분은 감소한다. 그러나 버섯의 생장이 완료되면 다시 양분이 축

적된다. 이 현상은 버섯의 비 형성부에는 볼 수 없다가 발이 할 때에는 수분 

및 양분이 다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과 균사가 축적한 양분 량의 다소

가 발이에 크게 영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버섯을 형성한 버섯나무의 일

정 장소에 재차 발이에 필요한 충분한 양분이 축적되어 지는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수개월, 적어도 4개월 이상을 요하게 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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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버섯의 생장 및 수확량

일반적으로 표고가 생장하고, 갓의 막이 갈라지는 그 후에 갓이 피는데 크

기는 증가하나 실질 중량증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갓이 피어도 버섯의 중량 증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기간에 발이를 

계속하는 생표고의 경우의 예를 들면 버섯의 중량 증가는 있어도 그 후의 

발이 상태에의 영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섯의 품질 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표고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중량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다수 있다. 

   (바) 표고의 수확량

버섯나무 재배 1 에 발생하는 표고의 양은 이론적으로는 표고재배 버섯나

무의 질소함유량으로 추측하는데 버섯나무의 경우 원목중량의 33%쯤 함유하

나 원목 1 에 유출하는 성분 등을 빼면 원목중량의 15% 정도가 된다. 일본

의 연구결과에서 각 지역의 시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인 수확량은 편차가 

많은데, 이것은 버섯이나 버섯나무의 상태에 따라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수확량을 언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버섯나무 1 의 수확량은 보통 

발생에서는 수확 횟수의 다소에 의한 차이는 볼 수 없고, 부분 일정한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각 연차의 버섯나무에 관하여도 거의 같은 양상

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6  버섯의 기능성

버섯은 예로부터 민간전래에 의한 생약이나 한방의 원료로 폭넓게 사용되

었다. 중국에서는 한방요법과 동양학과의 병용을 통하여, 일본에서는 서양의

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발전과 함께 버섯의 약리학적 기능에 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70년  이후부터 버섯이 건강식품으로서 각

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영양적인 기능과 기호식품으로서의 기능에 이어 특히 

생체조절기능(생리활성물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표고에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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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에리타데닌’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표고에 함유된 ‘비타민 

D’가 구루병이나 골다공증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건강식품으로서의 버섯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1980년 부터 표고, 불로초(영
지), 팽이 등 많은 버섯이 항암효과 및 항바이러스 효과 등 많은 약리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식품으로서의 버섯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버섯의 생산과 소비도 급증하였다. 본 

글에서는 건강식품으로서의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국내외 자료를 통하

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독자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표 1-9> 주요 버섯의 바이러스 감염 저해제품 비교

기원(起源) 제품명칭 형질 버섯의 약리효과

표고 자실체 FBP 단백질 감염저해, 단백질 합성저해

배양 표고 렌데민 펩티드성 당질 감염저해

배양 표고 KS-2 다당류 항바이러스, 항암

표고 자실체 렌티난 다당류 항바이러스, 항암

배양 불로초(영지) - 다당류 항암

팽이 배양세포 - 당단백질 감염저해

 가. 항종양 활성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로서는 영지버섯에서 테르페노이드 류 등의 

예가 있다. 영지버섯에 관하여는 예로부터 중국의 ‘신농본초경(500년경)’과 

일본의 ‘일본서기(720)’ 등에 버섯의 약효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7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학가 ｢솔제니친｣의 문학작품 ‘암병동(1967)’에서도 

버섯을 복용하여 암이 자연 치유되고 있음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1968년에 일

본에서 식용버섯을 열수추출하여 얻어진 물질을 ‘Sarcoma 180(동물의 암세

포)’에 투여하여 실험한 결과 현저한 항종양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후 오늘날까지 각종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영지버섯 이외에도 위암, 식도암, 
전립선암, 폐암 등에 하여 복용효과가 인정되는 버섯이 많은데 예를 들자

면 구름버섯, 목이, 잎새버섯, 송이, 복령, 동충하초, 저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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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불로초(영지) 진액의 약효

성인병 등에서의 약효 생리병 등에서의 약효 세균병 등에서의 약효

항암1), 중풍, 뇌졸중, 제한(制汗), 건위(健胃), 해독, 치질, 결핵, 풍사(風邪),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변통(便通), 해열, 이뇨(利尿) 기관지염, 눈병, 항균(抗菌),

관절염, 신장염 진정(鎭靜), 정장(整腸), 빈혈, 구충(驅蟲)

하리(下痢), 지혈, 복통, 강심,

토사(吐瀉), 강장(强壯)

1) 항종양 : 위암, 유암, 폐암, 식도암, 전립선암 등

  ※ 진액 : 열탕 추출액 또는 그 농축물

<표 1-11> 주요 버섯류의 항종양 활성 

버섯의 이름 추출법 종양 저지율(%)

목이  Auricularia Auricula-judae 열수추출 42.6

구름버섯  Coriolus versicolor 열수추출 77.5

표고  Lentinula edodes 열수추출 80.7

팽이  Flammulina velutipes 열수추출 81.1

느타리  Pleurotus ostreatus 열수추출 75.3

송이  Tricholoma matsutake 열수추출 91.8

잔나비걸상버섯  Ganoderma appalanatum 열수추출 64.9

목질진흙버섯(상황)  Phellinus linteus 열수추출 96.7

※ 항종양 : 위암, 유암, 폐암, 식도암, 전립선암 등

버섯에서 얻어지는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는 ｢베타 디 글루칸(β-D-glucan)｣
은 넓게 비특이 면역증강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지에서 단리된 헤테로

갈락탄 단백복합체 등에도 항염증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이 인정되고 있다. 

 나. 강심작용

심장을 사용하는 동물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물에서 추출한 불로초(영지) 
진액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 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팽
이 등의 버섯에서 단리된 순물질에 관하여 이를 증명한 성과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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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혈압강하 작용

불로초(영지) 진액에는 혈압의 강압, 승압 등 양 작용을 조절하여서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조절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것은 ｢테르페노이드｣ 성

분의 ｢가노데린산 B, D, F, H, K, S, Y 등｣, 가노데랄 A, 가노테롤 A, B 등
이다. 

 라. 탈콜레스테롤 작용

표고에서 얻어진 ｢에리다데닌(렌티나신, 렌티신이라고도 호칭함)｣에는 혈중

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동시에 혈압

강하 작용도 확인되었다. 

 마. 항혈전작용

영지의 수용성 저분자 성분인 ｢시리카겔가람｣에 의해 분획하여 얻어진 ｢루그

레오치트｣ AMP 및 GMP에 마우스의 혈소판응집 저지활성이 인정되었으며 

또한, 이보다 약간 강한 활성을 보여주는 물질도 얻어졌으나 동정되지는 않았

다. 또한, 표고에 존재하는 ｢루구레오신｣이나 ｢루그레오치트｣ 내에 ｢렌티나신｣, 
｢데옥긴렌티나신｣, 5'-AMP, 5'-GMP에는 강한 항혈전 활성이 인정되었다. 

 바. 항바이러스작용

표고 포자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인플루엔자 감염증)이 있는 당단백질이 보

고되었다. 표고에서 분리된 제암성 작용을 보여주는 β-D-글루칸(렌티난 등) 
성분이 있는 것, 혹은 균상재배한 표고균사체의 자기 소화산물로부터 분리한 

가용성(可溶性) 리그닌-당단백질복합체는 H바이러스(HIV)에 유효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표고 배양 균사체의 추출물인 ‘세아친, 세아친리보시드’ 등
의 ‘사이토카이닌’류는 다당류의 복합물로서 바이러스 감염 저지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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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버섯의 식이섬유 역할

사람이 섭취하여도 소화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는 고분자 성분을 식이섬유

(dietary fiber)라고 한다. 버섯에는 베타 글루칸, 키틴질, 헤테로다당(펙틴질, 
헤미셀룰로오스, 폴리와로나이트) 등에 속하는 식이섬유가 많고 건물당 10~50%
에 달하는 것도 있다. 포식시 인 오늘날 버섯은 저칼로리 음식으로서 기능

성 식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건강식(약용) 요리에서는 

주로 표고, 잎새버섯, 목이, 풀버섯, 동충하초 등의 버섯을 사용하여 왔다. 버
섯의 식이섬유에는 항암활성을 나타내어 주는 베타 글루칸이 다량으로 함유

되어 있어 약리효과가 기 되며 또한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장 내의 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을 흡착시켜 그들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빠르게 함으로

써 결장암이나 직장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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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고의 품종육성

1  종균의 예비지식

 가. 버섯종균의 역사

표고재배는 11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일본에서의 표고재배와 

구미에서의 양송이재배는 모두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모두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서 양송이의 경

우에는 종균을 양송이가 자생하는 장소의 흙 등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시작

한 반면 표고는 참나무류의 나무에 손도끼로 상처를 내고 포자(당시에는 포

자의 존재는 알지 못했음)가 비래하기를 기다리는 ‘생물우발설’에 근거한 방

법이 오랜 동안 행해지고 버섯나무를 종균화하는 인공 접종방식이 도입된 

것은 1895년이었다.
양송이는 그 후 영국식 벽돌상 종균(쇠두엄과 점토 등을 섞은 배지에 야생

의 양송이 균사를 접종하고, 아직 순수배양종균이 아닌)이라 불리는 것이 유

일한 종균으로서 세계 각 국에서 이용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순수배양종균’
은 1900년 전후 프랑스(포자배양), 미국(조직배양) 등에서 개발되었고, 1918년 

조직배양에 의한 순수배양종균이 처음으로 판매되어진다.
버섯종균의 순수배양기술은 1920년 일본에 도입되었다. 1927년 순수배양균

을 이용한 종균으로 표고, 팽이 등을 인공재배하여 자실체의 수확을 성공하

였다. 그 다음해에 ‘주부의 벗’이라는 잡지 10월호에 ｢팽이버섯 병재배법｣이 

발표되었는데, 그 기사가 시발점이 되어 팽이재배가 시작되고, 정착되어 큰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버섯왕국 ․ 나가노현｣이라 자랑할 만큼에 이

르고 있다.
한편, 표고의 순수배양종균은 1942년 쐐기형 종구가 고안되어진 것이 동기

가 되어 표고의 생산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식용버섯 

중에서 양송이 다음으로 큰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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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본에서의 종균공급의 흐름

팽이재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부의 벗’이라는 잡지에 기사가 발

표된 후 1931년경에 시작되었고 1955년경에 지역산업으로서 계속되어졌다.
그 무렵의 재배용 종균은 한 농업고등학교의 요리담당 교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균을 독농가가 유지 ․ 증식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재배용 배지의 살균은 강철 또는 함석제의 상압살균기에서 행하

여진 것도 있어 해균의 피해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1956년경 고압살균기가 시제작되어 해균 책으로 유효한 것이 확인되었

다. 그 결과 1958년부터 고압살균기의 설치․조성을 하여, 팽이재배는 널리 퍼

졌다. 1959년 원예시험장에서 팽이재배 기술의 시험연구에 착수하는 것과 동

시에 1965년부터는 한천배지에 의한 원종균(모균)의 공급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모균 공급은 급속히 궤도에 오르고 수 년 후에는 한 철에 6천 본 가까이 

시험관 모균이 공급되어진 것 같다. 시험장에서 배포된 모균은 이제까지도 

같은 양상으로 독농가 또는 농협의 간이시설에서 톱밥종균으로 되고 재배자

는 그것을 입수한 후 집안에서 몇  정도까지 계 배양하면서 사용하고 있

다. 또한 냉방시설의 도입에 의한 주년재배의 출현에 동반하여 자가 종균의 

계 배양 횟수는 점점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자의 시설은 재배를 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종균을 제조하는 시

설로서는 아주 미비하였다. 또한 각각의 생산자가 종균제조에 필요한 ‘미생

물의 취급’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곤란하여 종균에 의한 해균 사고는 

절 적인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종균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시설(종균센터)의 필요

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농협에 최초의 종균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은 각지로 퍼지고 1975년  전반에는 각지에 농협종균센터가 

잇달아 설립되었다.
종균센터 설립 당초의 종균은 실제로는 ‘원종균’의 이용이 주였기 때문에 

생산자는 구입한 종균을 한 번 자가 시설에서 증식하여, 그것을 종균으로 사

용하였다. 종균 생산 시 첫 회에 비해서 2회에서는 해균 오염 등이 높아지게 

되므로 종균 자가 배양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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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종균의 사용은 일단 ｢싼 가격으로 유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

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균은 자가 증식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전량을 농협종균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는 생각이 차차 정착되고 종균의 사용은 원종균에서 종균으로 변화하여 왔다.

① 자가 종균의 사용은 해균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다.
② 오래된 병(균사의 좋고 나쁨의 판정이 곤란)에 배양하면 자가 종균을 

선별하고 사용할 때 신경이 쓰인다.

종균수요가 ‘원종균’에서 ‘종균’으로 변함에 따라 종균센터의 단순계산으로

는 원종균의 약 40배의 배양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청정도를 높이는 것 

등 시설의 내용에 한 개선도 필요하게 된다. 이들을 배경으로 하여 1970년
 후반부터 요즈음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종균센터시설의 증개축과 신축

이 계속되었다.
특히 시설의 청정화에 해서는 1975년에는 양햇치구조의 살균기와 클린부

스(간이 클린룸)가 설치된 정도였지만 차차 개선되어 1981년 이후에는 종균

제조의 전 공정을 청정화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현 의 부

분의 종균센터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청정화되었고 종균에 의한 해균사고는 

폭 감소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센터 종균에의 의존도도 더욱 높아져 많은 지역에서 

｢재배에 필요한 종균의 전량을 종균센터에서 구입하고 자가종균은 일절 사

용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 졌다. 더우기 지역종균센터에서의 종균배

포수량은 1981년도에는 320만 병이었던 것이 1987년도에는 910만 병이었고 

1992년도에는 다시 1,450만 본으로 증 됨으로써 종균센터에의 의존도가 더

욱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서 종균센터의 시스템은 종균의 주요한 사명의 하나인 ｢해균

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팽이에서 큰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종균의 다른 

사명인 ｢변이가 없는 것｣, ｢균의 노화·퇴화가 없는 것｣ 등에 관하여는 그 

체방법의 정리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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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균의 종류

버섯재배용 종균은 각각 버섯의 2핵 균사를 버섯의 특성, 재배형태 등에 

적당한 배지에서 순수배양한 것이다.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 종균

은 그 주된 배지재료의 종류에 따라 ｢종구｣와 ｢톱밥종균｣으로 별된다. 종

구는 주로 표고, 맛버섯 등의 원목재배에 이용되고 톱밥종균은 주로 팽이, 
맛버섯, 느타리, 표고 등의 균상재배(병, 봉지) 및 원목재배에 사용된다.

종구는 그 형태에 의해 쐐기형, 환봉형, 환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는 환

형이 주류로 되어 있다. 종구에는 주로 활엽수의 너도밤나무, 물참나무, 졸참

나무가 이용된다. 종구와 비슷한 것으로는 성형종구(톱밥종균을 종구형으로 

성형한 것), 석고구(톱밥종균의 배지에 석고를 첨가하여 종구형으로 성형한 

것) 등이 있다.
톱밥종균의 배지는 톱밥에 미강과 물을 첨가한 혼합물로 한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약간의 영양제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톱밥은 활엽수, 침엽수 어느 

쪽도 이용이 가능한데 팽이, 느타리는 주로 침엽수가, 맛버섯, 표고 등은 활

엽수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 
종균의 용기는 일본의 농협종균센터 등에는 800~850㎖의 P.P.병이 주체이

지만 민간의 종균제조회사에는 1,000~1,500㎖병이 주체로 되어 있다.
이제까지 서술해 온 톱밥종균은 ‘목재부후균’ 재배용 종균이라고 말하지만, 

종균에는 이외에 양송이용으로서 퇴비종균(구비, 합성퇴비 등을 배지로 한 

것), 곡립종균(밀, 귀리 등의 곡립에 오트밀 등을 더해서 배지로 한 것)이, 또
한 풀버섯용으로서 왕겨종균(침수하여 잘게 자른 왕겨에 오트밀 등을 더해서 

배지로 한 것) 등이 있다.
이상이 버섯재배용 종균의 개요로서 이외에 한천종균, 액체종균이라 불리

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주로 원종균, 원원종균 등을 생산하기 위한 모균(또
는 원균)용 배지로서 사용된다.

 라. 종균의 중요성

모든 버섯재배에 있어 종균이 갖는 역할은 극히 크고, 종균의 좋고 나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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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재배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균에 해균, 해충이 

혼입되어 있거나 균사활력이 저하되어 자실체 생산능력이 낮아지거나 발아

불량 등 어떤 변이가 있게 된다면 정상적 재배를 할 수 없게 된다.
푸른곰팡이병(Trichoderma) 등의 해균(또는 사상균)이 혼입하여 있는 경우, 

오염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무수한 포자가 시설 내에 만연하고 그 이후 

배양물에 장시간 악영향을 주는 존재가 된다. 박테리아(세균)가 혼입된 경우, 
최초의 증식에는 잠복상태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증식할 때 균사

주위의 균사생장 정지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균 중에는 내열성이 강

한 것이 많고, 균주의 외관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맹위를 떨치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사상균과는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먼지진드기 

등 미소한 진드기류가 혼재하고 있는 경우 배양실은 그것들의 생활에 적합

한 환경이며 서식하는 동안 해균 포자를 매개하고, 푸른곰팡이병의 이상발생 

등 괴멸적인 해균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종균에 균사활력의 저하, 혹은 어떤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경우 버섯재배

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균사활력의 저하는 일반적으로 ‘노화’라고 부르고, 
수량과 품질이 미흡하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변이에는 버섯

의 색, 형상, 형질이 열화되는 것, 생육불량으로 되는 것, 발아불량이 되는 

것, 또한 발아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는 환경조건에 의

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균사노화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한 판정기술이

나 책기술이 미확립 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는 균사의 노화나 유전적 변

이를 확실히 피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종균이 버섯재배 및 버섯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극

히 크기 때문에 버섯재배용 종균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균의 구비조건>

① 유전형질이 안정하고 계통 혹은 품종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변이

가 없는 것) 
② 균사활력이 강하고(균사의 노화가 없는 것), 자실체 생산능력이 높은 것

③ 미생물학적으로 순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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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적으로 하는 버섯균 이외의 미생물(해균, 해충)의 혼입이 없는 것

   b. 목적으로 하는 계통 혹은 품종이외의 계통 혹은 품종(다른 계통, 다른 

품종)의 혼입이 없는 것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우량한 종균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준 이상의 청정시설이나 미생물취급에 관한 충분한 지식·기술 등이 필요하고, 
일본의 경우 ｢표고 종균제조 관리기준｣에 표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1965년

 초에 구주 시즈오카현의 표고 생산지에서 열화종균이 출하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되어진 것을 동기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표고 이외의 식용버섯 

종균 제조지침에도 적용되어 진다.
이 중에는 시설의 청결화나 일련의 종균제조기술에 하여 구체적으로 상

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종균의 노화나 변이의 판정기술, 책기술 등에 관

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근년 일본에서 균상재배버섯의 생산량이 증 함에 따라 판매를 목

적으로 균상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지도기준이 되는 ｢버섯의 균상제조 관리

기준｣도 1992년 제정되어 있다.

2  우량품종 육성의 필요성

표고는 그 독특한 맛과 향기 때문에 동서양의 요리에 중요한 재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종양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학적 가치가 입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고의 수요와 가치가 증 되고 

있어, 표고 재배기술의 개발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종래에는 주로 참나무 원목으로 표고를 재배하였고, 근래에는 원목 공급난 

및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톱밥재배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

배기술과 아울러 표고의 생산성 및 품질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의 하나가 우량품종의 육성이다. 또한 우수한 품종이 육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생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품종에 적합한 지역의 선정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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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품종의 다양화를 도모하

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표고품종육성의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온 바, 산

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에서는 1981년 종균등록규정에 따라 원목재배

용으로 산조101호~502호 등 9개 품종을 개발, 등록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89년부터 원목재배용 품종인 산림1, 
2, 3, 4, 5, 7, 8, 9호와 톱밥재배용인 산림5, 6, 10호(산림5호는 원목 및 톱밥

재배 겸용)를 육성 보급하였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톱밥재

배와 원목재배 겸용인 농기3호를 1990년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상기 20개의 

등록품종 만으로는 지역 환경이나 재배 경영목적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데 

미흡한 상태이므로 훨씬 다양한 품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다년간 실시한 표고 품종육성 연구와 개발된 우량종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3  표고의 육종방법

버섯의 육종에는 품종을 조절된 환경에 순화시키는 법, 균주 수집에 의한 

선발육종법, 균주간의 교배에 의한 교잡육종법, 조직배양 및 원형질체 융합 

등 생물공학적 육종법, 방사선 및 약제처리를 통한 돌연변이육종법 등 다양

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중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표고 신품종 육성을 

위해 선발육종, 교잡육종 및 원형질체 융합 등을 시도하였다(박 등, 1996a; 
1996b; 이 등, 1993).

 가. 선발육종

국내외의 표고 주산지로부터 우량종균을 수집하거나 자생하는 야생 균주를 

채집하여 이들 균주에 한 생산성 검정을 실시하여 우수 균주를 선발하는 

육종법이다. 야생표고는 변이가 크므로 야생 균주를 도입하여 자실체의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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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확량이 우수한 균주를 신품종으로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는 1980년 부터 국내외에서 표고 균주를 꾸준히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데(그림 2-1), 국내 수집균주가 약 150개, 국외 수집균주가 약 

100개에 이르며 이들 250균주에 한 생산성 검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림 2-1> 국내외에서 수집한 표고 균주

 나. 교잡육종

기존에 쓰이고 있는 표고 품종 중 서로 보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두개의 

품종으로부터 좋은 형질만을 나타내는 새로운 품종을 제조하는 것이 교잡육

종의 목표이다.
즉 수확량은 많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균주와 품질은 우수하지만 수확량이 

적은 두 균주를 교배하여 수확량과 품질이 모두 우수한 우량종균을 만든다

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교배가 되더라도 원하는 형질을 갖춘 교잡균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낮으며, 더욱이 두 균주 간에 친화력이 없으면 교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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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배계

버섯의 교배계에는 자웅동주(雌雄同株)와 자웅이주(雌雄異株)의 두 종류가 

있다. 자웅동주는 단포자에서 나온 1핵 균사끼리 융합하여 생식이 일어나지

만, 자웅이주는 이성(異性)의 균사가 만날 때에만 유성생식을 전개한다.
한편 자웅이주는 다시 2극성과 4극성으로 나누어지는데, 2극성 자웅이주는 

한 종류의 불화합성인자가 교배의 가부를 지배하는 것으로 맛버섯(나도팽나

무버섯)이 표적이다. 또한 4극성 자웅이주는 두 종류의 불화합성인자가 교

배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표고와 팽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2-1>은 4극성인 경우 서로 다른 1핵 균사가 융합하여 새로운 2핵 균사

를 만들 수 있는 교배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화합성인자는 A1과 A2 및 

B1과 B2 조합만이 교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2-1> 4극성의 교배 조합(Takemaru)

A1B1 A2B2 A1B2 A2B1

A1B1 - + - -

A2B2 + - - -

A1B2 - - - +

A2B1 - - + -

※ + : 화합성 조합,  - : 불화합성 조합

  (2) Di-mon 교배법

표고의 균사는 포자에서 발아하여 나온 1핵 균사(그림 2-2, 2-3)와 1핵 균사

끼리 융합하여 자실체를 형성할 수 있는 2핵 균사(그림 2-4, 2-5)로 나누어진

다. 버섯의 교배법에는 1핵 균사와 1핵 균사를 교배하는 mono-mono 교배법

(여기서 mono는 monokaryon, 즉 1핵의 약자) 및 2핵 균사와 1핵 균사를 교배

하는 di-mon 교배법(di는 dikaryon, 즉 2핵의 약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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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현미경 사진 형광현미경 사진(N : 1핵 균사 핵)

<그림 2-2> 현미경으로 관찰한 표고의 1핵 균사

  

광학현미경 사진(cc : 연결꺽쇠) 형광현미경 사진(2N : 2개의 핵)

<그림 2-3> 현미경으로 관찰한 표고의 2핵 균사

이러한 방법에 의해 야생종 및 지역종의 다양한 우량형질이 교잡균주로 이

전될 수 있다. 이중 di-mon 교배법이 표고의 육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의 특성은 2핵 제공자의 한 핵이 친화인자의 조절에 의해 1핵 수용

자에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천배

지 상에 1핵 균사와 2핵 균사를 접종하면, 2핵 균사가 1핵 균사를 에워싸고 

자라나가면서 교배가 진행되어 신생 2핵 균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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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ono교배법 Di-mon 교배법

<그림 2-4> 교잡균주 제조

이러한 신생 2핵 균사가 새로운 교잡균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천배지 

상에서 모 균주와 치배양을 시키는데(그림 2-5), 균사 간에 치선이 생기

면 서로가 독립균주이고, 치선이 없이 균사가 서로 섞이면 모균주와 같은 

것으로 판정된다. 새로운 교잡균주가 두 모균주와 다른 것이 확인되면, 두 

모균주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재배균주의 특성을 개량하고 

육종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2-5> 교잡균주(H)와 모균주(P)와의 대치배양

             (대치선(화살표)이 생기면 서로 독립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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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동안 di-mon 교배법으로 제조한 교잡균주가 50종에 

이르며, 이들 균주에 한 생산성 검정이 진행 중인데, 여러 품종이 유망균

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원형질체융합에 의한 육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잡육종은 불화합성인자 때문에 교배의 제한을 

받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전공학적인 여러 방법이 버섯육종에 시도되

고 있다. 그중 널리 쓰이는 방법이 원형질체 융합 기술이다. 이 방법은 세포

벽 분해효소로 표고의 포자나 균사의 원형질체를 나출시킨 후 서로 다른 원

형질체를 융합시키고 PEG(polyethylene glycol)를 처리함으로써 세포벽을 다시 

만들어 주어 새로운 표고 세포를 제조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그

동안 원형질체 나출을 실시하여 균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나출 효과를 

거두었고(표 2-2), 원형질체 융합을 시도하여 0.24~0.42%의 융합률을 얻었으

나 아직 실용화하지는 못하였다.

<표 2-2> 효소 처리에 의한 표고균사의 원형질체 나출효과

효소액 원형질체 생성률

Ce + Gl + No 99%

Ce + Gl + Ch 96%

Ce + Gl + Ma 95%

※ Ce: Cellulase-Onozuka Gl: β-glucuronidase
No: Novozyme Ch: Chitinase
Ma: Macero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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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우량품종 육성현황

 가. 국립산림과학원 개발품종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개 균주를 신갈나무원목

에 접종하여 이듬해부터 4년간의 생산성과 품질을 검정하여 10개의 우량종

균을 육성, 품종등록을 하였다. 이를 재배특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원목재배용 품종

   (가) 고온성 품종 : 산림2호, 산림4호, 산림5호, 산림7호, 산림9호
   (나) 중온성 품종 : 산림8호
   (다) 저온성 품종 : 산림1호, 산림3호

   (2) 톱밥재배용 품종

   (가) 고온성 품종 : 산림5호, 산림6호
   (나) 중온성 품종 : 산림10호

 나. 산림조합 개발품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에서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표고 품종육성

을 수행하여 모두 9개의 우량 종균을 개발하였다. 이를 재배 특성별로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온성 품종 : 산조101호(구 산조1호), 산조102호(구 산조3호), 산조103호
(구 산조7호), 산조108호, 산조109호

(2) 중온성 품종 : 산조301호(구 산조4호), 산조302호(구 산조6호)
(3) 저온성 품종 : 산조501호(구 산조2호), 산조502호(구 산조5호)

 다. 농업과학기술원 개발품종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1990년 농기3호 1품종을 육성하여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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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품종등록을 하였다. 이 품종은 원목재배와 톱밥재배 겸용 품종으로서 

고온성 품종이다.

5  종균의 중요성

표고는 품종에 따라 재배특성과 발생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배규모

나 재배장의 조건 및 기후, 인력수급, 경영목적에 따라 적합한 품종을 선택

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종균의 중요성, 선택, 구입 및 좋은 종균과 불량종

균의 식별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종균의 중요성

표고재배에서는 좋은 품질의 종균을 입수하여 실패가 없이 경영목적을 달

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균은 타 작물에서의 종자, 즉 씨앗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우수한 유전적 성질을 갖추고 검인된 종

균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특히 원목재배는 타작물의 재배에 비하여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실수로 인하여 4~5년에 이르는 한 세 의 경영을 망칠 수 있으므로, 종균은 

타작물의 씨앗보다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재배에 임해야 

한다. 종균은 접종원으로 우량 균사를 사용하고 고도의 순수배양 공정 하에

서 균사발육에 최적한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배양시킨 것이어야 한다.
좋은 종균은 강력한 활착을 보이고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일정기간 내에 균

사가 만연하여 우량한 버섯나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지만, 불
량종균은 균사의 세력저하, 불순물 혼입 등으로 종균의 미활착 및 활착 부진

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낮게 하고 심지어는 재배경영에 직접적인 실패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미등록종균과 판매업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유통되고 있

는 종균은 품질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종특성을 알 수 없어 재배

자들이 사용하는데 불안감을 주고 재배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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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고재배 사업에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재배를 추구하려면 

표고종균 생산․공급 체계, 좋은 종균의 구비조건 및 불량종균 구별방법 등을 

숙지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나. 품종의 선택

현재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표고는 봄발생형, 가을발생형, 주년발생형

의 3계통으로 별된다. 이들 3계통 중 건표고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봄

발생형과 가을발생형이다. 이들 계통 안에는 발생시기가 다른 것, 표고의 형

질에 차이가 있는 것, 균사 생장속도 및 발생속도가 다른 것 등 많은 품종이 

존재하며 각각의 품종명이 붙어 있는데, 표고의 품종명은 다른 작물과는 달

리 흔히 번호로 불려진다.
많은 품종 중에서 수지가 맞게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목재배의 경우

   (가) 대엽 후육의 최고 품질을 원할 때

저온성 품종을 선택한다. 갓이 크고 육질이 두꺼우며 최고로 맛있는 표고

가 수확된다. 봄발생형(저온성)이라고 말하는 품종으로써 발생온도가 5~15℃
이다. 균사의 생육속도는 늦지만 비교적 고온에 강하고 골목이 오래간다. 또
한 늦은 가을과 봄에 발생하는 종류도 형이 발생한다.

   (나) 작업을 줄이고 장기간 수확하고자 할 때

중온성 품종을 선택한다. 버섯이 형 및 중형으로서 봄과 가을발생형 또

는 중온성이라고도 부르며 발생온도는 10~20℃로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자연발생의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재배하는데 좋다.

   (다) 생표고를 연중 수확하고자 할 때

고온성 품종을 선택한다. 버섯은 형도 있으나 체로 중형 및 소형이고, 
봄과 가을에 자연발생하며 여름에도 20℃ 이하로 침수자극을 주면 버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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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겨울에도 10℃ 이하만 아니면 버섯이 발생한다. 4계절 발생형 또

는 주년형이라고 하는 품종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온도는 15~25℃이다.

  (2) 톱밥재배의 경우

고온성 품종 3종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품종특성은 동소이하며 수확량은 

산림5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배환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

라질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원목재배용 품종보다 품종수가 훨씬 적기 때문

에 앞으로 특성이 다른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 종균의 구입

종균의 형태는 톱밥종균, 종구(種駒), 캡슐종균 및 성형종균(成型種菌) 등이 

있는데, 종균은 종자와는 달리 목편이나 톱밥을 먹어가면서 사는 균사의 집

합체이므로 환경의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재배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균생산자의 설명을 잘 들을 뿐만 아니

라, 그 종균을 사용하고 있는 재배자를 방문하여 종균 사용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종균은 산림법에 따라 표고종균생

산업체로 등록된 종균배양소에서만 구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표고종균 

생산 및 판매는 산림법에 따른 배양시설을 구비하고, 버섯종묘 자격증 및 표

고종균생산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현재 표고종균 

제조허가를 받은 종균배양소는 전국에 약 20개가 있어 산림1, 2, 3, 4, 5, 6, 
7, 8, 9, 10호 및 농기3호를 생산, 판매할 수 있으며, 산조101호~502호 등 9개 

품종은 개발 등록권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표고종균 생산업자, 즉 종균배양소가 산림1~10호 및 농

기3호의 종균을 재배자에게 생산, 공급하기를 희망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에 원균 분양신청을 하면 원하는 종균의 원균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종균은 종균배양소나 산림조합 등에서 생산하지만 1년 내내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사용적기에만 팔고 있다. 종균배양소에 따

라 취급하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품종의종균을 빨리 결정하여 

종균배양소에 미리 예약 주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종균구입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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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산림조합이나 종균배양소에 구입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12월말까지 신청), 이듬해 3월경 접종시기에 공급하여 준다. 시군 

산림조합에서는 표고재배에 필요한 원목의 벌채 허가를 행하여 주기도 한다.
종균배양소 및 산림조합은 원균을 톱밥에 배양하여 종균을 제조한 후, 표

고 재배자에게 판매하기 전 자체종균검사를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된 종균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된 종균을 허가된 배양소에서 생산하여 판

매하는 종균을 사용하는 것이 실패할 염려가 없으며 소득향상에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종균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무시한 채 종균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해균 오염 등 문제가 일어나 분쟁

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 종

균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히 종균병에서 오염이 

관찰되면, 전량을 반품시켜야 한다.
봄철 표고접종시기에 종균을 구입하면 즉시 접종하여야 잡균오염을 방지하

고 균사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 보관을 할 경우, 온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보관하면 균사의 활력이 떨어져서 활착이 나빠지므로 직사광선과 온

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10℃ 이하의 냉암소에 통풍이 양호하고 건조하거나 

과습하지 않은 습도 60~70% 정도의 장소나 저온창고에 농약이나 비료 등과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여야 한다.

 라. 좋은 종균과 불량종균의 식별

  (1) 좋은 종균

종균의 좋고 나쁨을 외관으로 보고 구별하는 것은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종균이라 함은 누가 보아도 상태가 

좋은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순수한 표고균사로써 표고 특유의 신선한 냄새와 윤택한 색깔을 지니고 

잡균이 없는 것.
② 종균이 최고의 활성을 보이는 시기에 배양이 완료된 것. 보통 500g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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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표고 원균을 접종한 경우, 24℃ 내외에서 약 2개월간 배양한 것.
③ 종균이 등록품종으로써 재배특성이 체적으로 우수한 것.

  (2) 불량종균

불량종균의 외관상 판별은 잡균에 의한 변색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면서도 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잡균을 표고균사가 자라 덮어 버리는 

경우, 종균의 수분이 과하거나 부족한 경우, 균사가 배양과정에서 고열을 받

아 세력이 약화된 경우 등은 외관상의 관찰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 다음

은 외관적으로 불량종균을 판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① 종균병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흰색의 균사가 균일하고 조밀하게 만연되

어 있지 않은 것. 단, 종균배양과정에서 배양일수가 다소 경과되어 표면

이 약간 갈색으로 변한 것도 있는데 이는 정상종균으로 볼 수 있음.
② 종균병의 입구부근이나 종균표면에 종균과는 색이 다른 잡균의 포자나 

균사가 보이는 것. 특히, 초록색 잡균은 표고 균사를 먹고 사는 푸른곰

팡이류 균일 가능성이 높음.
③ 종균병 속의 산소부족으로 균사가 변질되어 갈색 물이 고인 것.
④ 종균표면의 균사에 광택이 없는 것으로서, 백색균사가 더럽고 짙은 갈

색을 띠고 있는 것은 해균 혼입 또는 생리장애를 받은 종균임.
⑤ 종균병 속 톱밥의 갈색이 그 로 있으면 목질 부후력이 약화된 종균임.
⑥ 저장기간이 너무 길어 종균표면의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 것.
⑦ 종균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 종균특유의 싱싱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특히, 산패(酸敗) 냄새를 발산하면 잡균에 오염된 종균임.

6  우리나라의 표고 품종

다음은 우리나라의 20개 등록품종에 하여 재배특성을 서술하였는데, 산

조101, 102, 301호와 산조501호는 근래에 수요가 거의 없어 종균생산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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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이므로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가. 고온성 품종

  (1) 산림2호

  ① 원목재배용

  ② 표고발생온도는 10~24℃임.
  ③ 다른 품종에 비하여 골화(榾化) 기간이 짧아서 재배가 쉬우나 발생 

작업의 자극이 강하면 버섯 발생수가 너무 많아서 소립이 많이 발생

하므로 적당한 작업을 하여야 좋음.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2호

<그림 2-6> 산림2호의 월별 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그림 2-7> 산림2호의 생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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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림4호

   ① 원목재배용

   ② 발생온도 : 10~25℃ 
   ③ 발생작업이 필요함 (도목살수 년3회)
   ④ 갓이 크고 두꺼우며 무거움

   ⑤ 생표고용, 4월에는 건표고용 동고 및 향고 발생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4호

<그림 2-8> 산림4호의 월별 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 최성기)

<그림 2-9> 산림4호의 생표고

  (3) 산림5호

   (가) 원목재배 특성

   ① 온도형 : 고온성(추춘형)
   ② 발생온도 : 11~22℃
   ③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초우량품종

   ④ 동고 및 향고가 주종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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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5호

<그림 2-10> 산림5호의 월별 발생시기(원목재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나) 톱밥재배 특성

   ① 발생습도 : 85~90%
   ② 발생작업이 필요함 (1일간 침수)
   ③ 갓이 둥글고 충실함

  

톱밥재배 생산 원목재배 생산

<그림 2-11> 산림5호의 생표고

  (4) 산림6호

   ① 톱밥재배용

   ② 톱밥배양온도 : 20~23℃
   ③ 톱밥배양습도 : 60~70%
   ④ 발생온도 : 15~20℃ 
   ⑤ 발생습도 : 80~90%
   ⑥ 발생작업이 필요함 (1일간 침수)
   ⑦ 품질이 균일하고 육질이 부드러움

   ⑧ 생표고용 (공조시설을 이용한 연중 생표고 생산 가능)
   ⑨ 최성발생시기 : 배양 3개월 후 1차 발생

   ⑩ 재배기간 : 1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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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산림6호의 생표고

  (5) 산림7호

   ① 원목재배용

   ② 발생온도 : 11~23℃ 
   ③ 생산1년차의 수확이 많으므로 조기수확에 유리.
   ④ 7월 고온시와 11월 저온시에도 버섯발생이 양호.
   ⑤ 생표고용에 적합함.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7호

<그림 2-13> 산림7호의 월별 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그림 2-14> 산림7호의 생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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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림9호

   ① 원목재배용

   ② 발생온도 : 14~28℃
   ③ 고온성품종으로 생산성이 우수함

   ④ 주년발생형이 아닌 집중발생형임

   ⑤ 생표고용에 적합함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9호

<그림 2-15> 산림9호의 월별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 최성기)

<그림 2-16> 산림9호의 자실체

  (7) 산조108호

   ① 원목재배용

   ② 발생온도범위는 12~24℃임.
   ③ 발생시기는 3월 하순~7월 중순, 8월 하순~11월 상순임.
   ④ 버섯나무 만드는 기간이 매우 짧아 첫 버섯 발생이 빠름.
   ⑤ 접종 1년차 가을에 자연버섯이 일부 발생.
   ⑥ 정상적인 첫 버섯 발생작업은 4월중순경부터 실시하여야 함.
   ⑦ 버섯나무의 수분이 적은 경우엔 품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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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갓 주변에 비닐껍질 형성이 많아 습에 강하여 고온다습한 시기에도 

버섯의 품질이 비교적 우수.
   ⑨ 다른 고온성 품종보다 휴양기간을 많이 필요로 함(40일 이상).
   ⑩ 고온성품종 중 버섯발생 온도범위가 넓어 연중재배가 가능.

  (8) 산조109호

   ① 원목재배용

   ② 발생온도범위는 12~26℃임.
   ③ 발생시기는 접종 2년차의 경우 7월, 8월 중순~11월 상순이고, 

접종 3년차 이후는 4월 하순~7월, 8월 중순~11월 상순임.
   ④ 첫 버섯 발생작업은 접종 2년차 7월경에 실시함을 준수.
   ⑤ 재배사내 환기가 불량하면 갓의 색택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음.
   ⑥ 갓 주변에 비늘껍질 형성이 많아 산조101호에 비해 습에 강함.
   ⑦ 휴면기에 버섯나무의 수분유지에 유의하여야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

할 수 있음.
   ⑧ 갓이 쉽게 피지 않고 둥근 형태.
   ⑨ 생표고 용도에 적합함.

 나. 중온성 품종

   (1) 산림8호

   ① 원목재배용

   ② 온도형 : 중온성(추형)
   ③ 발생온도 : 8~20℃
   ④ 9월 집중발생형

   ⑤ 향고와 향신이 주종을 이룸.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9호

<그림 2-17> 산림8호의 월별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최성기)



제 2 장  표고의 품종육성

71

<그림 2-18> 산림8호의 생표고

  (2) 산림10호

   ① 톱밥재배용, 비닐하우스재배용

   ② 톱밥배양온도 : 20~23℃
   ③ 톱밥배양습도 : 60~70%
   ④ 발생온도 : 9~19℃ 
   ⑤ 발생습도 : 70~90%
   ⑥ 침수 및 침봉물 주입에 의한 버섯발생에 적합한 품종임 

   ⑦ 중온성 품종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함  

   ⑧ 비닐하우스에서 4월, 9월말~10월에 집중 발생하는 품종임

<그림 2-19> 산림10호의 생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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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조302호(구 임협6호)

   ① 원목재배용

   ② 버섯 발생온도 범위는 10∼23℃, 주 발생온도는 15℃임.
   ③ 버섯은 엽, 후육이고, 봄철, 가을철 발생형으로 산조101호와 산조

501호의 중간형임.
   ④ 첫 버섯발생은 접종 후 이듬해 가을철(9월)부터 집중 발생됨.
   ⑤ 골목은 자극에 예민하며, 자연발생이 순조롭고, 육질이 매우 충실하

고, 개체중량이 무거움.
   ⑥ 생표고, 건표고 양질품이 생산되며, 7월∼8월은 골목을 휴양시킴.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조302호

<그림 2-20> 산조302호의 월별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 주발생기)

 다. 저온성 품종

  (1) 산림1호

   ① 원목재배용

   ② 표고가 발생하는 온도는 5∼18℃임.
   ③ 주로 건표고재배에 사용하며 가을에서 봄까지의 생표고 재배로도 적합함.
   ④ 봄이 되어 표고재배의 최저기온이 8℃이상이면 발생하기 시작하여 10∼

20℃가 되면 많이 발생함.
   ⑤ 가을에는 표고재배지의 최저기온이 10℃이하가 계속될 때 발생하기 

시작하여 8℃이하가 되면 발생이 많아짐.
   ⑥ 버섯 생장이 빠르므로 채취적기가 지나지 않도록 수시로 채취해야 함.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1호  

<그림 2-21> 산림1호의 월별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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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산림1호의 생표고(좌) 및 건표고(우)

  (2) 산림3호

   ① 원목재배용

   ② 표고 발생온도는 6∼25℃임.
   ③ 봄가을 발생시기에는 집중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수

시로 골목장을 살피면서 채취를 하여야 함.
   ④ 고온기에 발생하는 버섯은 건조하면 수축이 많이 되어서 외형이 불

량하므로 생표고로 출하하는 것이 좋음.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3호  

<그림 2-23> 산림3호의 월별 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그림 2-24> 산림3호의 생표고(좌) 및 건표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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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조502호(구 임협5호)

   ① 원목재배용

   ② 버섯 발생온도 범위는 8~20℃, 주발생온도는 13℃임.
   ③ 버섯은 엽, 후육이고 첫 버섯은 접종후 이듬해 가을철(9월)부터 발

생하며 산조501호보다 발생이 빠름.
   ④ 표적인 봄철, 가을철 발생형으로 여름철 도골작업 (6월 중순~9월 

초순) 시에도 발생되지 않음.
   ⑤ 골목은 자극에 예민하여 과격한 도골작업을 지양하며, 자연발생이 

순조롭고, 육질이 매우 충실, 개체중량이 무거움.
   ⑥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실내 겨울철 재배용으로 적합한 품종임.

품종\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조502호

<그림 2-25> 산조502호의 월별 발생시기

              (  : 발생시기   : 주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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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의 표고 품종

 가. 원목재배용 품종

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재배형 형태․색․특성

(株)河村食用

菌硏究所

K307호 5-16℃ 저온성, 冬春型
중엽, 중육, 다갈색, 

동고용

K3호 7-16℃ 저온성, 冬春型
중엽, 중육, 명갈색, 

동고용

K5호 8-15℃ 중저온성, 秋春型
대엽, 후육, 농다갈색, 

동고용

S54호 10-23℃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河村

S528호 
15-25℃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河村

S510호
15-20℃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河村

S490호
16-18℃ 중저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株)河村式

種菌硏究所

河村

101호
8-18℃ 저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농갈색, 

동고용

河村

105호
9-18℃ 저온성, 동춘형

중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河村

405호
12-25℃

중고온성, 

추춘ㆍ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河村

407호
10-24℃

중고온성, 

秋春ㆍ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河村

409호  
10-24℃ 중고온성, 秋春型

대엽, 후육, 명갈색, 

생표고용

河村

482호
10-23℃

중고온성, 

秋春ㆍ주년형

대엽, 후육, 다갈색, 

생표고용

河村

507호
10-22℃ 중온성, 秋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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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株)河村式

種菌硏究所

河村

508호
9-18℃ 중저온성, 秋冬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신용

河村

157호
9-20℃ 중저온성, 秋冬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東北椎茸(株)

東北

S2호
10-18℃ 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東北

S10호
17-27℃ 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東北

S12호
8-18℃ 저온성, 春型

중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東北

S32호
10-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東北

S21호
10-25℃ 중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東北

S24호
10-25℃ 중고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東北

S27호
13-23℃ 중고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주년용

東北

S10호
17-27℃ 중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加川椎茸(株)

加川

KM-1호
8-15℃ 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용

加川

KM-2호
6-15℃ 저온성, 冬春型

중엽, 후육, 다갈색,

동고용

加川

KM-3호
15-24℃ 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다갈색,

향신용

加川

KM-5호
15-24℃ 고온성, 夏秋型

대엽, 후육, 

농다갈색, 

동고ㆍ향신용

加川

KM-6호
15-25℃ 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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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加川椎茸(株)
加川

KM-7호
10-25℃

중고온성, 

秋春型ㆍ주년형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有)大貫菌蕈

大貫

S1호
15-25℃ 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견육),

명갈색

大貫

S103호
10-25℃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후육, 명갈색,

향신용

大貫

S3호
8-18℃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大貫

S4호
5-18℃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농갈색, 동고용

大貫

S117호
15-25℃ 중고온성, 주년형

중엽, 후육, 다갈색,

향신용

(株)北硏

北硏

12호
6-18℃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北硏

50호
8-20℃ 중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北硏

57호
12-25℃ 고온성, 주년형

중엽, 중육, 다갈색,

향신용

北硏

62호
12-25℃ 고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北硏

68호
12-25℃ 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다갈색,

생표고용

北硏

603호
10-23℃ 중고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생표고용

森産業(株)

121호 7-18℃
저온성, 

春秋ㆍ冬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고ㆍ향신용

147호 5-17℃ 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290호 7-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고ㆍ향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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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森産業(株)

505호 6-25℃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신용

252호 8-18℃ 중저온성, 秋冬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465호 10-24℃ 중고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440호 10-25℃ 중고온성, 夏秋型 대엽, 후육, 담갈색

436호

7-22℃

(자연발생)

10-25℃

(불시재배)

중고온성, 

春秋ㆍ夏秋型

대엽, 후육, 담갈색,

동고ㆍ향고용

468호 10-25℃ 중고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갈색

Y602호 12-24℃ 중고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Y763호 12-26℃ 중고온성, 夏秋型
대엽, 후육, 명갈색,

생표고용

Y707호 12-25℃ 중고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갈색

明治製菓(株)

明治

908
5-18℃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고ㆍ생표고용

明治

904
5-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명갈색, 

동고ㆍ향고ㆍ생표고용

JMS

7L-5
5-20℃ 저중온성, 春秋型

대ㆍ중엽, 갈색, 

향고ㆍ향신ㆍ생표고용

JMS

4M-10
5-20℃ 중온성, 秋春型

대ㆍ중엽, 명다갈색, 

향고ㆍ향신용

JMS

6V-1
10-28℃ 고온성

중ㆍ대엽, 담갈색,

생표고용

JMS

7H-3
10-28℃ 중고온성

중ㆍ대엽, 담갈색,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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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明治製菓(株)

JMS

7V-7
10-25℃ 고온성

중ㆍ대엽, 담갈색,

생표고용

明治

1303早生
10-28℃ 중고온성

중ㆍ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JMS

4H-1
10-28℃ 고온성

중ㆍ대엽, 담갈색,

생표고용

明治

1303C
10-25℃ 고온성

중ㆍ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JMS

5A-1
7-28℃ 중고온성

중ㆍ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JMS

2H-5
7-25℃ 고온성

대엽, 다갈색,

생표고용

JMS

90-5
5-20℃ 중저온성

대엽, 다갈색,

건표고용

(株)秋山種菌

硏究所

秋山

A-567호
10-25℃ 고중온성, 夏秋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580호
10-22℃ 중고온성, 秋春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503호
10-23℃ 고중온성, 夏秋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500호
10-25℃ 고중온성, 夏秋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589호
10-23℃ 중고온성, 秋春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550호
10-23℃ 중고온성, 秋春型

대엽, 명다갈색,

동고용

秋山

A-20호
16-22℃ 고중온성, 夏秋型

대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秋山

A-221호
5-16℃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다갈색, 동고,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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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株)秋山種菌

硏究所

秋山

A-6호
5-15℃ 저온성, 春秋型 대엽, 다갈색, 동고용

日本農林

種菌(株)

日農

大葉
8-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담갈색,

동고ㆍ향신용

日農

3호
7-18℃ 저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명담갈색, 

동고ㆍ향신용

日農

中葉
8-22℃ 중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동고ㆍ향신용

日農

5호
12-26℃ 고온성, 春夏秋型

대엽, 중육, 명담갈색, 

향신용

日農

早出5호
13-26℃ 고온성, 주년형

중엽, 중육, 담갈색,

향신용

日農7호 10-22℃ 중온성, 秋春型
대엽, 후육, 명담갈색, 

동고ㆍ향신용

(株)河村式

椎茸硏究所

河村

아-2
7-18℃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ㆍ향신용

河村

타-1
7-17℃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ㆍ향신용

河村

K-2
8-20℃ 중저온성, 春型

대중엽, 후육, 명갈색, 

동고용

河村

K-4
8-20℃ 중저온성, 春型

대중엽, 후육, 명갈색, 

동고용

河村

K-5
8-20℃ 중저온성, 春型

대중엽, 후육, 명갈색, 

동고용

河村

오-2
8-20℃ 중저온성, 秋春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ㆍ향신용

河村

이-6
10-22℃ 중고온성, 夏秋型

중엽, 중육, 명갈색,

생표고용

靜岡

K322호
10-23℃ 중고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담갈색,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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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河村式

椎茸硏究所

靜岡

K420호
10-22℃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생표고용

靜岡

G-1
8-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중엽, 초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靜岡

K330호
10-22℃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담갈색,

생표고용

菌興椎茸

協同組合

菌興

135호
7-15℃ 저온성, 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菌興

115호
8-16℃ 저중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용

菌興

101호
8-16℃ 저중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명다색,

동고용

菌興

169호
8-16℃ 저중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菌興

170호
8-16℃ 저중온성, 冬春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ㆍ향신용

菌興

220호
8-18℃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향신용

菌興

241호
8-16℃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ㆍ향신용

菌興

245호
8-16℃ 중저온성, 10-4월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ㆍ향신용

菌興

280호
8-18℃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ㆍ향신용

菌興

357호
10-20℃ 중온성, 秋春型

대엽, 중후육, 명다색, 

향신ㆍ동고용

菌興

358호
8-20℃ 중온성, 秋春型

대중엽, 중육, 명다색, 

향신용

菌興

514호
8-22℃ 고중온성, 夏秋型

대중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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菌興椎茸協同

組合

菌興

535호
8-20℃ 중고온성,夏冬型

대중엽,후육,

명다갈색,생표고용

菌興

610호
13-20℃

중고온성,

初夏ㆍ秋型

대중엽, 후육, 명다색, 

생표고용

菌興

650호
13-25℃

고중온성,

初夏ㆍ夏秋型

중엽, 후육, 다갈색,

생표고용

菌興

690호
13-23℃

고중온성,

初夏ㆍ夏秋型

중엽, 후육, 명갈색,

생표고용

菌興

692호
13-22℃ 고중온성, 9-11월

중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株)富士種菌

F305 10-28℃ 고중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F312 8-26℃ 고중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ㆍ건표고용

F806 5-18℃ 저온성, 冬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ㆍ건표고용

F702 5-26℃ 중온성, 秋冬型
대엽, 후육, 

명다갈색,생표고용

F300 10-28℃ 고중온성, 주년형
중엽, 중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F501 10-28℃ 고중온성, 주년형
대엽, 후육, 

명다갈색, 생표고용

(有)振興園

振興

370호
15-23℃ 극조생

岐阜

201호
15-23℃

조생, 

夏秋ㆍ주년형

振興

2호
15-20℃ 初夏-春 경질

岐阜

101호
12-20℃ 주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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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振興園

振興

576호
10-20℃ 중저온성, 秋春型

振興

680호
10-18℃ 중저온성, 春秋型

振興

370B
고중온성, 주년형

振興

370S
고중온성, 주년형

振興

447호
중저온성, 春秋型

振興

447B
저중온성, 春秋型

新370 조생, 秋春型

370 조생, 秋冬ㆍ春型

新370B 조생, 春秋型

新201 조생, 夏秋型

(株)세추코

세추코

1호
5-18℃ 저온성, 冬春型 건표고용

세추코

2호
7-20℃ 중저온성, 秋春型 건표고용

세추코

3호
10-22℃ 극조생, 주년형 생표고용

세추코

4호
12-25℃ 고온성, 주년형 생표고용

세추코

6호
8-20℃ 중고온성, 秋冬型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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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세추코

岐阜

101B
12-20℃ 주년형 대엽, 후육

改良

天池1호
12-20℃ 주년형

세추코

596호
12-25℃ 중고온성, 夏秋型 생표고용

세추코

H-3호
중고온성, 夏秋型 생표고용

세추코

G-58호
고온성, 주년형 생표고용

세추코

12호
중온성, 秋春型 생표고용

세추코

22호
10-25℃ 중온성, 秋春型 생표고용

藤田食用菌

硏究所

岐阜

改-4호
15-20℃ 고중온성, 주년형

대ㆍ중엽, 후육,

생표고용

岐阜

改-6호
15-20℃ 고중온성, 주년형

대ㆍ중엽, 후육,

생표고용

岐阜

101호
15-25℃ 고중온성, 주년형

대ㆍ중엽, 후육,

생표고용

岐阜

202호A
15-25℃ 고중온성, 주년형

대ㆍ중엽, 중육,

생표고용

岐阜

604호
10-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생ㆍ건표고용

F4호 10-20℃ 중저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생ㆍ건표고용

40호 10-15℃ 중온성, 秋春型
대ㆍ중엽, 중육,

생ㆍ건표고용

岐阜

401호
12-18℃ 중온성, 秋春型

대ㆍ중엽, 중육,

생ㆍ건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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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和菌學

硏究所

周年大和

N.太陽
13-25℃ 고온성, 주년용

대엽, 후육, 

명다갈색

周年大和

N.大光
13-27℃ 고온성, 주년용

중엽, 중육, 

명다갈색

周年大和

AHO3
13-27℃ 고온성, 주년용

중엽, 중육, 

명다갈색

周年大和

天香
13-25℃ 고온성, 주년용

대중엽, 중육, 

명다갈색

周年大和

大空
12-23℃ 중고온성, 주년용

대엽, 후육, 

명다갈색

周年大和

巨香
12-23℃ 중고온성, 주년용

대엽, 후육, 

명다갈색

大和

三香
8-22℃ 중온성

중엽, 중육, 

명다갈색

大和

早生冬春
6-18℃ 중저온성

대엽, 중육, 

명다갈색

(株)加藤食用

기노코硏究所

H205 고온성, 주년형 생표고용

H210 고온성, 주년형 생표고용

H208 고온성, 주년형 생표고용

M602 중온성, 춘형 생표고용

M611 중온성, 春型 생표고용

L706 저온성, 冬型 생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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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커명 품종명 발생온도 발생ㆍ재배형 형태ㆍ색ㆍ특성

(株)河村食用

菌硏究所

河村

S32호
10-23℃ 중고온성, 春秋型 중엽, 중육

河村

S490호
16-18℃ 중저온성, 秋春型 중엽, 중육

(株)北硏

北硏

600호
10-23℃ 중고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향신용

북연

603호
10-23℃ 중고온성, 春秋型

대엽, 후육, 다갈색, 

생표고용

明治製菓(株)

JMS

9K-4
10-28℃ 중고온성

대엽, 담갈색,

생표고용

JMS

9K-3
10-20℃

중엽, 담갈색,

생표고용

JMS

10K-5
10-20℃

중엽, 명다갈색,

생표고용

(株)千曲化成 SB 균상공조형
약간 대엽, 후육,

다갈색

鐘紡株式會社 KB-2001호
고온성, 

春秋․조생형

소형 경량, 잡균  

저항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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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의 표고 품종

  가. 원목재배용 품종

품종명 발생온도 품종특성

7911 10-22℃ 대엽, 후육, 다갈색, 향신용, 중온성, 秋春型

7912 7-18℃ 대엽, 후중육, 적갈색, 동고용, 향신용, 저온성

1913 7-18℃ 대엽, 중육, 다갈색, 동고, 향신용, 저온성, 冬春型

7919 10-25℃ 대중엽, 중육, 적갈색, 향신용, 중고온성, 秋型

7921 15-23℃ 대중엽, 후육, 담갈색, 생표고용, 중고온성, 주년형

7922 5-20℃ 대엽, 중육, 명갈색, 향신용, 중저온성, 秋春型

7923 5-18℃ 대엽, 후육, 농갈색, 동고, 생표고용, 저온성, 春型

7924 5-20℃ 대엽, 명갈색, 秋香信用, 春冬菇用, 생표고용, 중저온성

7925 10-28℃ 중대엽, 명갈색, 생표고용, 고온성

7926 10-28℃ 중대엽, 명갈색, 생표고용, 고온성

7927 7-20℃ 중대엽, 명갈색, 향신용

7928 5-18℃ 대엽, 후육, 담다갈색, 동고, 향신용, 저온성, 秋春型

W4 12-25℃ 중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 향신용, 중고온형, 주년형

465 10-24℃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 향신용, 중고온성, 주년형

127 7-18℃ 대엽, 후육, 명다갈색, 동고, 향신용, 저온성, 춘추, 冬春型

101 5-15℃ 대엽, 후육, 적갈색, 동고용, 저온성, 冬春型

114 5-17℃ 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용, 저온성, 冬春型

7401 8-20℃ 대엽, 후육, 담갈색, 동고, 향신용, 중온성

7402 8-23℃ 중엽, 중육, 담갈색, 동고, 향신용, 중온성

7403 7-18℃ 대엽, 후육, 명담갈색, 동고, 향신용, 저온성

7404 12-26℃ 중엽, 중육, 명담갈색, 동고, 향신용, 중고온성

7405 12-15℃ 중엽, 중육, 담갈색, 향신용, 중고온성

K3 7-16℃ 대엽, 후육, 명갈색, 동고용

8001 14-20℃ 대엽, 중온성

호農1号 15-18℃ 중엽,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 중온성

호農2号 12-22℃ 대엽, 후육, 중온성

호農3号 8-20℃ 중엽, 후육, 중저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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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 출원자 발생온도 품종특성

Cr-01 - 10-25℃ 중엽, 중육, 회갈색, 향신, 생표고용, 春型

Cr-02

(L-21)

福建省三明

眞菌硏究所
10-28℃ 중엽, 후육, 다갈색, 秋春型

8001

(L-1)

上海農科院

食用菌硏究所
5-28℃ 대중엽, 중후육

Cr-04

(Cr-20)

福建省三明

眞菌硏究所
10-28℃

대중엽, 후육, 다갈색, 향신, 생표고용, 

春秋夏型, 중고온성

Cr-62 - 10-23℃
중대엽, 후육, 명갈색, 생표고 향신, 

동고용, 秋春冬型, 중온성

Cr-33 - 10-25℃
중대엽, 후육, 다갈색, 동고, 향신, 

생표고용, 春秋冬型, 중온성

Cr-66 - 10-23℃
중대엽, 후육, 명갈색, 생표고, 향신, 

동고용, 秋春冬型, 중온성

Cr-203 - 10-25℃
대중엽, 후육, 다갈색, 동고, 생표고용, 

秋冬春型, 중온성

Cr-63 - 13-27℃
중대엽, 후육, 다갈색, 秋春冬型, 

생․건표고용, 중고온성

Cr-52 - 13-27℃
대엽, 특후육, 다갈색, 秋春夏型, 

중공노성, 건․생표고용

Cr-202 - 8-25℃ 중엽, 후육, 다갈색, 秋冬春型, 중온성

L-26
福建省三明

眞菌硏究所
10-25℃ 대중엽, 후육, 다갈색, 秋冬春型, 중온성

L-27

(L-856)
- 10-24℃ 중엽, 중후육, 다갈색, 春秋冬型, 중온성

閩豊1号 - 15-25℃ 중엽, 중육, 명갈색, 春秋型, 중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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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 출원자 발생온도 품종특성

82-2

上海農科院 

食用菌硏究所, 

浙江省慶元縣 

食用菌硏究所 

8-22℃

중대엽중후육, 모양이 좋음, 심갈색, 

줄기가 짧음, 적응성이 넓음, 秋冬春型, 

중온성

7402

(L-5)
- 5-20℃ 중엽중후육, 다갈색, 모양이 좋음, 중온성

8500
福建省農科院 

土肥所
13-26℃

대엽후육, 심갈색, 생산성이 높음, 함수율 

낮음, 겨울에 기형출현, 고온성

L-11

(7405)
- 10-25℃ 중엽박육, 생산성이 높음, 고온성

LC-202 - 10-21℃ 중엽, 중온성

LC-206 - 8-21℃ 중엽, 중온성

LC-207 - 8-21℃ 소중엽, 중온성

LC-214 - 11-15℃ 대엽, 고온성

LC-216 - 10-24℃ 중대엽, 고온성 

LC-236 - 9-21℃ 중대엽, 중온성

LC-265 - 10-24℃ 대엽, 고온성

申香2号 - 18-28℃ 후육, 생산성이 높음, 고온성

申香93 - 12-20℃
원형, 줄기가 짧음, 수분자극에 예민, 

중온성

農1(生1) - 15-25℃ 생산성이 높음, 적응력이 강함, 고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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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5(生5) - 18-28℃ 생산성이 높음, 적응력이 강함, 고온성

廣香47
廣東省 

微生物硏究所
14-28℃

대엽후육, 황갈색, 겨울에는 기형발생, 

고온성

日50 - 15-25℃ 대엽후육, 고온성

蘇香1号 江蘇省 

微生物硏究所
10-25℃

중대엽, 다갈색, 심갈색, 줄기가 짧음, 

품질과 생산성이 좋음, 春夏型, 고온성

閩優1号 福建省 古田縣 

科協挺進食用菌場
10-23℃ 대엽후육, 모양이 좋음, 중온성

金選1号 - 14-26℃ 중대엽, 고온성

金選2号 - 13-26℃ 중대엽, 고온성

廈亞1号 福建省 亞熱帶 

植物硏究所
10-25℃ 대엽후육, 원형, 심갈색, 秋春型

南雜1号 南京農業大學 

土化系
15-20℃ 중대엽후육, 다갈색, 심갈색, 중온성

早生1号 - 14-25℃ 중고온성

66 - 7-20℃ 관리가 용이, 생산량이 많음, 중저온성

申香4号 - 12-26℃
버섯이 둥글고, 봉지 입구에서 많이 

발생, 중고온성

申香5号 - 14-23℃ 중온성

申香6号 - 12-20℃
화고율이 높음, 톱밥 분해율이 높음, 

중저온성

申香7号 - 14-22℃ 버섯이 둥글고, 후육, 중온성

申香8号 - 14-23℃
대엽후육, 견고함, 버섯을 따기 쉬움, 

중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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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량품종 육성의 전망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등록 표고 품종은 총 20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

존의 등록 품종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증 된 신품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표고산업 선진국인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아직도 품종의 다양성이 훨씬 뒤떨어지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품종의 개발

이 요구되며, 육종의 목표를 생산성, 품질 및 온도형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

니라 원목과 톱밥 이외의 다양한 기질에 맞는 품종의 육성, 항오염성, 내충

성 및 내병성 품종의 개발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고 종균 판매량은 연간 약 1,000톤에 달하는데, 과거에는 산

조 계통의 종균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

림 계통의 종균은 1990년에는 점유율이 1%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는 16%, 
1995년에는 55%의 점유율을 보이는 급성장을 하였다. 또한 최근에 톱밥재배

에 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톱밥재배용 전용균주의 부족으로 인

해 톱밥재배가 활성화되기 힘들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식 톱밥배지의 수

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중국식 톱밥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국내

에서 개발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새로운 우량품종 개발에 한 재배자의 요

구가 점점 커지는 현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표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표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08년부터 표고버섯이 품종보호

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국의 종균을 사용할 경우 비싼 로열티

를 지불해야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우

량종균을 개발하는 등 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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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표고 원목재배기술

1  표고 원목재배 경영목표 설정

 가. 재배방식의 결정

원목표고 재배방식은 크게 시설재배(생표고)와 노지재배(건표고)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시설재배(생표고)를 여름재배, 겨울재배, 연중재배로 나눌 수 있으

며 각 재배방식별 차이점은 표 3-1과 같다. 표고재배는 한번 시작하면 수확

을 끝내기 까지 3~4년이 소요되므로 재배지역의 환경요인과 자신의 자본 능

력, 노동력 확보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

목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재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1> 재배방식별 재배특성

재 배 방 식
재    배    특    성

재배적합 지역 자본회전 버섯출하 노동력투입 경영형태

노지(임내)재배 제주, 전남, 충남 느림(5년) 건표고 봄, 가을분산 반업, 부업

시설

재배

여름재배 강원, 충북, 경북 빠름(3년) 생표고 여름 집중 반업, 전업

겨울재배 전북, 전남, 충남 느림(4년) 생, 건표고 겨울 집중 반업, 부업

년중재배 충북, 충남, 전북 빠름(3년) 생표고 년중 집중 전업

  (1) 재배방식 결정시 유의점

   (가) 재배장소 기후 등 특성 파악 

   ① 건표고 노지재배

겨울이 짧고 봄, 가을이 긴 지역으로 안개가 적고 바람이 많은 비교적 온

화한 지역(주로 해안 지역 및 일조량이 풍부한 내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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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표고 겨울재배

겨울철에 별도 난방기 가동 없이 하우스 내부가 심하게 얼지 않는 지역으

로 일조량이 많은 지역

   ③ 생표고 여름재배

밤, 낮의 온도 변화가 크고(분지지형) 여름철 열 야 일수가 적은 지역으로 

주로 고지  유리

   ④ 연중재배

여름재배 및 겨울재배 지역의 기후 특성을 갖추고 있는 곳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남쪽으로 갈수록 봄, 가을이 길으므로 노지

재배나 생표고 겨울재배를 택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여름재배를 선택하는 것

이 유리하다.

    (나) 소비시장 근접성 고려

   ① 도시 인근 지역 : 소비가 활발하므로 생표고 시설재배 선택이 바

람직(유통에 유리)
   ② 도서 산간 지역 : 물류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임내재배나 겨울시설 

재배 고려

총 생산비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물류비 

절약을 위해서는 재배장소를 집단화 하고 공동 출하를 계획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다) 표고 가격 변화추이 및 소비 패턴 파악

   ① 건표고

값싼 중국산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건표고의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추세이

며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있다. 특히, 화고의 가격은 큰 등락 없이 높은 

가격이고 슬라이스(채), 절편(깍두기), 표고분말(조미료)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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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표고

기후적으로 버섯이 많이 발생되는 봄(3~4월), 가을(9월~11월)에는 버섯 가

격이 많이 하락되고, 버섯발생량이 적은 여름철(6~8월)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이며 겨울철 가격은 설 명절(2월)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편이다. 생표고의 

수요는 연중 일정하나 생산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 등락폭이 크므로 계절에 

한정된 생산보다는 연중생산 방식이 앞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임내재배 겨울 생표고 시설재배 여름 생표고 시설재배

<그림 3-1> 표고 원목재배 방식

   (라) 경영형태에 따른 재배방식 선택

   ① 부업형태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생표고 시설재배가 바람직(겨울재

배)하며 남부 해안 지역이나 내륙지방 중 겨울이 온화한 곳이 유리하다.

   ② 전업농

연중 표고 출하가 필요하므로 연중재배 방식을 택하고 필요에 따라 겨울재

배나 임내재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③ 반업농

중부내륙지역인 경우는 여름시설재배, 해안이나 온화한 내륙지역인 경우는 

겨울 생표고 시설재배나 임내재배가 적합하다.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무리하게 시설재배를 하기 보다는 비교적 

노동력 필요가 적은 노지(임내)재배나 겨울시설재배를 부업 형태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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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배규모의 결정

표고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재배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래에 

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이 규모로 재배를 시작하면 경영에 실패할 경우

가 많고, 또한 재배규모가 너무 작으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일정 수익을 

기 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재배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재배 규모 설정시 고려할 사항

  (가) 소득목표 : 자기 수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 규모

  (나) 노 동 력 : 자기노동력 , 고용노동력 여건에 맞는 규모

  (다) 자 금 력 : 자금력 동원에 무리하지 않는 규모

  (라) 기 술 력 : 자신의 재배 기술력에 적합한 규모

  (마) 재배환경 : 버섯 재배장 확보 가능 면적, 살수에 필요한 물량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함.

  (2) 재배 규모 설정시 참고 사항

  (가) 전업농인 경우는 년 1만본 정도를 접종 목표로 삼는 것이 적당함.
  (나) 반업농인 경우는 년 6,000~7,000본 접종, 부업인 경우는 3,000~5,000본 

정도가 적합함.
  (다) 재배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비 비중이 감소하여 순수익률이 증가하

나 4만본 이상 재배하는 경우는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라) 종균 접종을 거르거나 접종량을 줄이지 말고 매년 동일한 양으로 

재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영측면에서는 유리함.

 다. 표고 원목재배 경영의 3원칙

표고원목가격의 상승, 노동인력의 감소, 표고톱밥재배 확산 등으로 표고원

목재배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3가지 목표점을 세우고 재배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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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량 증가 : 버섯목을 충실히 배양 시켜 단위당 표고 생산량 증

(4kg/본당)
  (2) 품질 향상 : 버섯의 채취시기 및 선별에 유의하여 판매단가를 높임

(5,000원/kg당)
  (3) 생산비 절감 : 표고 생산경비를 최 한 절약 수익률을 높임(4,000원/

본당)

2  표고 접종용 원목의 준비

 가. 원목 수종별 재배특성

표고 원목재배의 성적은 원목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좋은 원목이란 

표고균이 잘 번식하고 품질 좋은 버섯이 많이 나며, 수명이 긴 것이다. 또 

수피가 적당히 두껍고 수피의 골이 깊은 것, 심재부가 적고 나이테 폭이 넓

은 것, 외상이나 죽은 마디가 적은 것, 적기에 벌채 관리되고 입수하기 쉬우

며 값이 싼 것, 다루기 쉬운 것 등이 필요조건이다.
표고 재배시 주로 쓰이는 나무는 참나무류와 서어나무이며, 밤나무, 자작나

무, 오리나무 등이 사용되기도 하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참나무류(Quercus 
spp.)에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물참나무 포함), 갈참나무, 굴참나

무 등 여러 가지의 수종이 있으며 주요 수종별 특성에 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1)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

참나무류 중 도토리가 가장 크며 지름이 약 2㎝로 둥글며 깍정이에 포린이 

많이 덮인다. 잎은 어긋나며 양끝이 뾰족한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좀 파

이고 바늘 같은 톱니가 생기며 앞면은 반들반들하고 뒷면에 짧은 털이 난다.  
상수리나무는 재배자들이 강참나무라고도 부르며, 벌채 적령기는 15년생 

내외이다. 이 시기에는 심재부도 적고 양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나, 25
년생 이상이 되면 심재부도 많아지고 나무의 껍질이 두꺼워져 표피가 경화



표 고 재 배

100

되므로 표고재배용 원목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된다.
상수리나무는 갓이 크고 살이 두꺼운 표고가 발생되고 버섯나무의 수명도 

오래가기 때문에 표고재배용 버섯나무로서 가장 적당한 나무중의 하나이다.
다른 참나무류보다 표고균 배양이 어려우며 주홍꼬리버섯 등의 건성해균 

발생율이 높은데 이의 주원인은 흡습력이 약하고 건조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버섯목이 건조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경목(10㎝이하)의 경우 종균 접종 후 살수 등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2> 상수리나무

  (2) 졸참나무(Quercus serrata Murray)

전국 산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두루 자란다. 추위를 잘 견디며 가파

르지 않고 흙이 많은 곳에서 훨씬 잘 자란다. 잎, 열매 등이 참나무류 중 가

장 작아서 졸참나무라 한다. 수피는 세로로 깊고 길게 갈라진다. 도토리는 

긴 타원형이며 깍정이에 1/3쯤 싸이고 포린은 뒤로 젖혀지지 않은 채 포개진

다. 잎은 어긋나며 긴 달걀형이고 아래쪽이 뾰족하다. 뒷면에 짧은 털이 나

고 옆맥이 7~12쌍 생긴다. 잎 가장자리의 톱니가 갈고리처럼 안으로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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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의 두께는 상수리나무와 비슷하나 내수피는 상수리보다 약간 얇고 외

수피는 상수리보다 두꺼운 편이다. 종균 접종 후 균사의 활착과 신장이 매우 

빨라서 버섯목화가 잘된다. 버섯나무의 수명은 상수리만은 못하지만 비교적 

긴 편이고 버섯 발생량도 많을 뿐 아니라 버섯발생이 빠르고 품질도 좋은 

편이다. 상수리나무에서 발생된 버섯보다는 버섯이 다소 작은 편이다. 15~25
연생이 재배에 적합하고 경목은 심재부가 많아져서 버섯발생이 좋지 않다. 
일본에서는 졸참나무가 표고재배 원목으로 많이 쓰이고 가장 좋은 원목으로 

선호되기도 한다.

<그림 3-3> 졸참나무

  (3)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Fisher ex. Turc.) 

일반적으로 해발이 높은 산지인 경우 산의 하부 산록지 에는 상수리나무

가 많이 분포되고 산의 산복 이상 부분은 신갈나무가 순림이나 군락을 이루

어 분포되는 경우가 많다. 계곡보다는 산등성이에 많이 자란다. 건조지에서

도 생장이 좋고 맹아력이 강하여 천연갱신이 잘 이루어진다. 맹아 갱신된 나

무는 밑동에서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져 큰다.  
도토리는 긴 타원형이며 깍정이에 1/2쯤 싸인다. 잎은 어긋나며 거꾸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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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형이며 가장자리에 파도 모양의 큰 톱니가 나고 옆맥은 7~11쌍 생긴다. 
수피도 비교적 얇은 편이며, 일부 지방에서는 물참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이

는 신갈나무 변종에 물참나무가 따로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고재

배용 원목은 15~25년생이 알맞으며 오래된 나무는 심재부가 많아지고 변재

가 적어서 표고균이 자라기에 부적합해 진다. 심재부가 2/3이상 되는 원목은 

수령이 많은 것이고 원목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고균의 생장은 빠르지만 발생되는 표고는 다소 갓이 작고 얇은 것이 나

온다. 그러나 고온성 버섯을 재배하거나, 연중재배를 할 경우 버섯의 발생량

이 다른 나무보다 많아서 표고 원목으로서의 가치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버섯목 수명이 짧은 편으로 다른 수종에 비하여 버섯은 

량을 발생하나 품질은 떨어진다. 상수리나무 다음으로 표고재배용으로 많

이 사용되는 수종이며 일반적으로 물참나무라고 불린다.
일반인들에게 신갈나무와 물참나무, 갈참나무의 구분은 매우 어렵고 원목

의 수피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3-4> 신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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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갈참나무

  (4)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 Blume)

신갈나무보다는 낮고 상수리나무가 자라는 곳보다 높은 산허리에서 주로 

자란다. 수피의 코르크층이 잘 발달해서 두껍고 탄력이 있다. 
표고재배용 원목은 직경 12㎝ 이하의 비교적 수피가 두껍지 않을 때가 적

당하다. 12㎝ 이상이 되게 되면 심재부도 많아지고 수피가 두꺼워져 표고재

배용 원목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된다. 원목은 심재의 생성이 적고 표고균의 

생장도 용이하여 버섯나무화가 잘되지만 수피가 두꺼워서 버섯발생이 적다. 
발생된 버섯은 갓이 크고 살이 두꺼운(大葉厚肉) 동고나 향고형의 버섯이 된

다. 일반적으로 고온성 품종을 접종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종균형태 또한 성형종균 보다는 에어 식균기 접종이 활착에 유리하며 다공 

접종을 하는 것이 버섯발생에 유리하다.
원목내 수분증발이 어려우므로 생목화 현상이 강하여 늦게까지 맹아가 발

생이 심하므로 상수리나무와는 달리 접종목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버섯

목화에 유리하므로 다른 수종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버섯 발생 작

업시에도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다른 수종보다는 살수시간을 배 이

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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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가 두꺼운 원목은 접종구멍 부근의 수피를 기계톱으로 깎아내고 다공

접종하기도 하고, 버섯목화가 되어 발생되기 직전에 수피에 흠을 내어서 버

섯발생이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버섯 품질은 좋으나 수피가 두껍기 

때문에 다른 참나무류보다 버섯발생이 적고 원목가치가 낮다.

<그림 3-6> 굴참나무

  (5)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

해발 800m이하 산록 양지에 나고 전국에 분포한다. 참나무류 중에서 잎이 

큰 편에 속하고 새로 난 잎에 떡을 싸 먹는다하여 ‘떡갈나무’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 
내건성, 내조성도 크고 수피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산불에도 강하다. 잎 

뒷면에 황갈색 털이 있으므로 누렇게 보인다. 표고 원목으로서의 가치는 상

수리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보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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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재배수종별 특성

구분 상수리나무(강참) 신갈나무(물참) 굴참나무(굴피)

원목내부

수분증발

건조가 빠르므로 지

속적인 수분관리 필요

건조가 늦으므로 살

수 및 강우 억제

건조가 아주 느리므

로 비교적 건조관리

해균에 대한

저항력

병해에 약하므로 집

중적인 관리 필요

푸른곰팡이에 약하

므로 장마기 통풍 

필요

해균에 강하므로 임

내 재배에 적합

버섯 발생량

및 품질

발생량이 많고 품질

우수

일시에 대량 발생하

고 품질하락

버섯발생은 불야하

나 품질은 우수

적합 품종 중고온성, 저온성 고온성, 중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버섯목 수명 길음(심재가 없음) 짧음(변재가 적음) 길음(심재가 적음)

기타 특성
종균배양이 어려우

므로 숙련자에 적합

종균배양이 잘 되므

로 초심자에게 적합

관수시설이 미비된 

재배장에 적합

 나. 원목의 규격

원목의 크기에는 제한은 없으나 가는 원목은 일반적으로 버섯이 소형이고 

살이 얇으며 수명도 짧다. 한편 굵은 원목은 형후육의 버섯이 많이 나고 

수명도 길지만 첫 버섯 발생은 늦은 단점이 있으나 실제 재배에 있어서는 

원하는 굵기의 원목만 선별하여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원목

의 굵기에 따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배특성을 잘 파악하여 

굵기에 맞게 재배법이나 재배방식을 변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표 3-3> 원목 굵기에 따른 특성

구   분 수분증발 해균발생률 자본회전 적합품종 재배방식

소 경 목

(12㎝ 이하)
빠르다 아주 높다 빠르다

고온성

중고온성

여름재배

연중재배

대 경 목

(15㎝ 이상)
느리다 비교적 낮다 늦다

중온성

저온성

건표고재배

겨울생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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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재배 경영분석을 함에 있어 원목의 본수를 기준으로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입
방)단위을 사용하며, 원목 굵기별 재적환산표는 <표 3-4>와 같다.

<표 3-4> 원목 굵기별 참나무 원목 재적 환산표

원목의 굵기(㎝) 6 8 10 12 14 16 18 20 25

1.2m원목(개/㎥) 295 154 106 74 54 41 33 26 15

1.0m원목(개/㎥) 353 200 127 88 65 49 39 32 17

즉 직경 6㎝, 길이 1.2m인 원목은 약 300본이 있어야 1㎥가 되는 것이지만, 
직경 10㎝ 원목은 약 100본이 1㎥이고, 직경 16㎝의 원목은 약40본이 1㎥가 

되는 것이므로 직경에 따라서 원목의 재적에는 차이가 크다. 원목을 구입하

여 재배하는 경우는 가는 원목보다 다소 굵은 원목이 버섯발생이 많으므로 

유리하다.

  

소경목을 이용한 여름재배 대경목을 이용한 건표고 재배

<그림 3-7> 원목 굵기에 따른 재배방식

  다. 벌채시기

원목재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벌채시기인데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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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가장 등한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농가 또

한 원목을 직접 벌채하지 못하고 목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

정이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벌채시기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벌채(12월말~2월초)된 원목은 원목 내부의 수분증발이 늦어 표고

균의 초기 신장이 늦어지고 해균 발생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늦게까지 싹

을 내는 현상(생목현상)을 가지고 온다. 또한 원목의 양분이 뿌리로 내려간 

상태이므로 원목내 양분이 충분하지 못하여 버섯 품질이 떨어진다.
둘째, 이른 벌채(11월초 이전) 원목은 지나치게 건조되어 해균이 미리 자리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홍꼬리 버섯 해균이 많이 발생되고 접종초기에 수

분관리를 하지 않으면 초기 활착이 어렵다 

셋째, 늦은 벌채(2월 중순 이후) 원목은 원목내 수분증발은 빠르나 접종목

과 수피가 들뜨기 쉽고 버섯수명이 짧다.
이상의 문제점처럼 벌채시기에 따라 해균 발생과 버섯품질과의 영향이 깊

으므로 자가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조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벌채시기를 지키

고 원목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목상에게 최 한 부탁하여 적기에 벌채된 원

목을 구매하는 것이 재배 성공의 첫걸음이다.  

  (1) 벌채적기

  (가) 원목내 저장양분(당분함량 등)이 많은 시기

  (나) 수액 이동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수피가 벗겨지지 않는 시기

  (다) 벌채 후 잎 말리기가 가능한 시기

  (2) 벌채 적기 판단

  (가) 단풍이 30~70% 정도 들었을 시기(11월 상순 ~ 하순)
  (나) 절기상 상강이 지나고 첫 서리가 내린 후

  (다) 최저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 할 때  



표 고 재 배

108

<표 3-5> 수종별 벌채 적기

수  종 수  령 벌채적기 적   요

상수리나무
10~20년(어린것)

20년 이상(노목)*

11월 상순

~12월 하순 

조기 접종하여 여름철 장마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균사가 

많이 신장되게 한다.  

졸참나무
10~25년(어린 것)

30년 이상(노목)*

11월 상순

~2월 하순

표고발생, 품질 모두 양호하여 

재배에 최적이다.

신갈나무 15~30년
11월 상순

~12월 상순

장마 전에 싹이 나오기 쉬워 

조기에 벌채한다. 

※ 노목은 심재부가 많아져서 버섯목 가치가 낮아짐. 

표고 원목재배에서 접종 전에 원목 구성조직의 고사(枯死)를 촉진하고 원목 

내부의 수분을 감소시켜 표고균의 번식에 알맞은 조건을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적기 벌채와 잎말리기이다. 그래서 원목의 벌

채에 가장 좋은 적기는 단풍이 드는 낙엽기부터 적기이고 가지와 잎을 붙인 

채 벌채하여 잎말리기를 해야 한다. 잎말리기는 가지나 수피 표면을 통하여 

건조시키는 일수로 굵은 나무는 비교적 오래 둘 수 있고, 가는 나무는 기간

이 짧아지는 것이나 벌채 후 1~2개월 정도 실시하게 된다. 잎말리기의 기간

에 하여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1개월 이상 실시하는 것이 균사 만연

도 빠르고 접종 후 고무버섯 등의 발생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조기 벌채하

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채적기(상수리나무) 원목 토막치기

<그림 3-8> 벌채적기 및 원목 토막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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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벌채와 토막치기

원목 벌채시에는 가능한 한 수피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벌채한 후 눕

혀 두며, 벌채할 때는 나무를 밑쪽으로 쓰러뜨리면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위

나 옆쪽으로 쓰러지도록 한다. 벌채한 나무의 목구면(木口面)은 벌근(伐根) 
위에 올려놓아 절단면에서 해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또 벤 나무의 건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지와 잎을 자르지 않는다.
잎말리기는 목재의 함수율을 35%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좋지만, 실제

는 절단면이나 피목(皮目)을 통하여 서서히 건조되기 때문에 함수량은 환경

에 따라 차이가 크다. 벌채한 나무가 적당히 건조, 고사되면 토막치기를 해

야 하며, 적당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을 띤 작은 가지가 갈색으로 변할 때, 
(2) 연필 굵기 정도의 가지를 구부렸을 때 잘 굽혀지지 않고 꺾여질 때 

(3) 벌채한 목구(木口)의 수(髓)로부터 2/3정도 갈라진 금이 생길 때, 수피에 

가까운 부분에서도 가늘게 갈라진 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 

 마. 접종전 원목의 보관

원목을 햇볕이 받는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나무껍질이 딱딱하게 굳어 접

종 후 나무가 물을 잘 먹지 못하게 되고 특히 강참나무(상수리)는 나무골 사

이에 잔금이 생겨 주홍꼬리버섯, 이중껍질버섯, 검은팥버섯류의 해균이 침입

하게 되며, 나무가 비나 눈을 맞으면 건조되지 않고 나무가 살아나 싹을 내

려고 하여 종균접종을 하여도 표고균이 뻗어나가지 못하므로(생목현상) 햇볕

에 노출되거나 비를 맞지 않도록 나무위에 피복이 필요하며 특히, 접종 전에 

원목이 얼어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피복방법

   (가) 하우스가 준비된 경우

원목을 하우스 내부로 끌어들여 바닥에 나무나 시멘트블록을 받치고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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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를 한 후 비닐과 차광망을 내려 하우스내부의 온도를 올려준다. 온도를 

올려주기 위하여 하우스 외부를 비닐만으로 피복할 경우 자목위에 얇은 차

광망(70%)을 피복한다.

   (나) 노지인 경우

자목이 땅에 직접 땋지 않도록 받침을 만든 상태에서 정리(종구)한 후 차

광망(95%이상)이나 천막(가빠)으로 나무 전체를 푹 덮지 말고 원목 위부분 

만 덮어 준다.

  

수종, 굵기별 선별 하우스 내 보관

<그림 3-9> 원목 관리방법

3  종균의 준비

 가. 종균의 발생형 및 발생특성

일반적으로 표고품종은 버섯이 발생되는 시기에 따라 3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봄․가을 발생형을 저온성계통, 여름 발생형을 고온성계통 또

는 주년재배계통, 저온과 고온의 중간에 걸쳐 발생되는 계통을 중온성 계통

이라 부른다. 현재는 고온성계통과 중온성 계통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공

유하고 있는 것을 중․고온성 계통이라고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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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버섯의 온도별 발생 특성에 따른 구분

구  분 발생 적온 용    도 특          성

저온성 5~15℃

건표고

생표고

봄철 또는 늦가을 자연 발생되며 

후육(厚肉)의 버섯이 많다.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시설재배시 유리하다.

중온성 15~20℃

생표고

일부 생표고 

여름철을 제외하고 재배할 수 있으나 

봄 ․ 가을의 자연발생 기간이 길고 

집중작업이 어려우며, 버섯은 

중육(中肉)이다. 

고온성 15~25℃ 생표고

연중 재배가능하나 춘기에서 추기까지 

재배가 유리하다. 버섯은 박육(薄肉)이 

많다.

※중온성과 고온성 품종의 중간 성질인 것을 중고온성 품종으로 구분하기도 함.

 나. 품종의 선정

  (1) 저온성 계통

주로 제주도 및 남부 해안, 서해안, 충남일부 지역 및 전북 내륙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비교적 기온이 온화하고 일조시간이 긴 지역에 적

합한 품종으로 중부내륙이나 경기 이북지역에는 적합하지 못한 품종이다. 해
안 지역 및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봄철에 임내재배에서 발생된 것을 건조시

켜 건 표고 형태로 출하하고 있으며 가을에 수확 된 것은 품질이 좋지 못하

므로 일부는 건조하기도 하고 생표고로 출하하여 과잉생산에 의한 가을표고 

가격 급락요인이 되기도 한다. 충남내륙지역 에서는 가을발생을 억제하여 겨

울철에 시설을 활용한 겨울표고를 생산하기도 한다. 다른 계통에 비하여 환

경(건조, 고온) 및 병해에 한 저항성이 강하므로 초심자 및 부업농가에 적

합한 품종이며 버섯이 일시에 빠른 속도로 생장하지 않으므로 량 재배도 

가능하다. 표적인 품종으로는 산림1호, 산조502호, 깅꼬115호, 모리290, 모

리유지로 등이 있다. 전국 표고종균 접종량의 60% 정도 차지하며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계통으로 건표고 수출 부진 및 가격하락으로 재배가 주춤하였

으나 매년 국내 표고종균 접종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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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배품종이 모리290 또는 산조502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겨울철 

생표고재배용은 버섯품질이 우수한 유지로 계통의 접종량이 서서히 늘어가

고 있다. 

  (2) 고온성 계통

중부내륙 및 강원산간지역 및 표고 소비가 많은 도시인근에서 여름철에 주

기적으로(15~30일 간격) 쓰러트리기 작업을 하여 버섯을 발생시켜 생표고 형

태로 시장에 출하하는 품종으로 하우스를 활용한 시설재배용 품종이며 버섯

발생 작업 및 수확, 선별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여름철 고온 다습기

에 버섯이 생산되므로 다른 계통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량은 월등하나 

버섯품질이 떨어져 표고버섯 유통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경매되므로 종균

점유율이 40%선까지 성장하였다가 현재는 10% 이하로 농가들이 재배를 회피

하는 품종으로 산림2호, 산조101호, 농기3호, 모리465가 있으며 환경 및 병해

에 한 저항성이 강하고 자본회수가 빠르므로 초심자에게 적합한 품종이다. 
전통적인 고온성 품종이 여름철 고온기의 습에 약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산조108호, Y602품종이 몇 년 전부터 개발 및 도입되어 점차 재배량이 늘

어나고 있지만 근래 들어 여름버섯생산이 잘되지 않고 버섯발생량이 떨어지

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3) 중온성 계통

고온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내륙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며 특히 온도 교차가 

심한 분지형 지역이 재배에 유리하다. 저온성과 고온성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봄철에는 일부지역에서 건표고로 생산되기도 하나 주로 여름과 가

을에 생표고 형태로 시장에 출하된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품질이 우수한 표

고가 발생되므로 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매되는 품종으로 중부 

지방의 재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국내 표고종균 접종량의 40% 정
도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나 병해에 아주 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종균을 

나무속에 완벽하게 배양시키기도 어렵고 일단 배양된 버섯나무도 고온, 과습 

등의 불량환경에 놓이게 되면 병의 침입을 받아 표고균이 죽는 경우가 발생

하므로 종균배양 및 버섯수확 후 버섯나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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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다. 또한 접종 이듬해 여름에 버섯 발생작업을 서둘러 하게 되면 미숙버

섯이 많이 발생하므로 첫 버섯 작업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일반

적으로 말복이후에 버섯 발생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 중온성 품

종으로 개발된 품종은 다른 계통에 비해 많지 않으며 산조302호 와 357이 

표적인 품종이다. 

  (4) 중고온성 계통

고온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생표고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

는 품종으로 주로 재배임가들이 여름에 버섯생산을 많이 하지만 품종 특성

상 가을에 버섯발생이 잘 되는 품종이다. 여름철에 전통적인 고온성 품종의 

버섯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 도입된 품종으로 중온

성 품종과 같이 첫 버섯 발생 작업시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7월 이후에 발생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적인 품종으로 산림4호, 산조103호, 산조109호, Y763, 369 등이 있다.

 다. 종균의 검사 및 보관방법

표고재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외로 종균을 일반 농작물의 

종자처럼 생각하여 충 취급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를 흔히 볼 수 있다. 종
균은 받는 즉시 철저히 종균을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종균 구입처에 연락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고 종균인수 후부터는 모든 책임이 

재배자의 몫이므로 종균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마시고 종균이 활력이 붙

은 상태에서 보관되도록 노력하야 한다. 

  (1) 병종균 검사법

  (가) 종균이 전체적으로 흰색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아이가 흰 요에 오

줌을 싼 듯 갈색 치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

→ 잡균오염

  (나) 종균의 뚜껑을 열어보아 병위에 부분에 갈색물이 고여 있거나 푸른

색의 곰팡이가 병뚜껑이나 종균위에 붙어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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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균오염

  (다) 종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 쉰내가 나면 → 고온피해

  (라) 종균병 바닥에 갈색물이 고여 있거나 병과 종균사이에 틈새가 생길 

정도로 종균이 수축 → 종균노화현상 

  (마) 종균을 종균병에서 통째로 꺼내어 반을 쪼개 보아 전체적으로 내부 

색깔이 귤껍데기 색을 띄지 않고 갈색의 색깔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면 → 미숙종균(저장하지 말고 상온에서 후숙 배양필요)
  (바) 중고온성 품종 종균의 경우 종균표면에 울퉁불퉁 융기가 생긴 것은 

품종의 고유특성 → 종균접종 시 제거하고 사용

  (2) 성형종균 검사법

  (가) 성형판을 뒤집어 보았을 때 가운데 색깔이 엷은 경우

→ 고온배양

  (나) 스티로폼 마개주위에 푸른색의 곰팡이가 보일 때

→ 잡균오염

  (다) 스티로폼 마개와 종균이 잘 떨어질 때 

→ 잡균오염 또는 미숙배양

  (라) 성형종균이 전체적으로 희지 않고 갈색선이 보이면

→ 잡균오염

  (마) 성형종균이 누에꼬치 처럼 딱딱해졌을 때 

→ 장기배양으로 인한 건조

  (바) 종균이 팩에서 잘빠지지 않을 때 

→ 성형팩 이상이나 미숙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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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곰팡이 기타 해균

<그림 3-10> 해균에 오염된 성형종균

  (3) 종균보관방법

  (가) 종균은 저장 중에도 공기 유통이 필요하므로 종균박스가 서로 틈새 

없이 밀착 되지 않도록 박스와 박스사이 공간이 생기도록 적재해야 

한다.
  (나) 정상적으로 완숙된 종균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저장할 경우는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장온도는 2~3℃로 하고 성

형종균의 경우는 저장고 팬의 가동으로 종균이 마르므로 종균상자

의 위부분만을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주는 것이 좋

으나 성형종균은 장기 저장하면 잡균 오염 위험이 있고 종균의 건

조가 심하므로 가능한 삼가 하는 것이 좋다. 
  (다) 종균인수 후 일주일 이내에 종균을 사용할 시는 저장고에 종균을 

넣어두면 오히려 종균이 다시 활력이 붙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바람

이 잘 통하게 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저장고 보관중인 종균을 바로 접종에 사용하면 종균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려 종균활착이 늦어지므로 접종 4~5일전에 미리 저장고에

서 꺼내어 접종하는 하우스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면서 외부온도

와 종균온도를 일치시킨 후 종균을 접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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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균 접종

 가. 접종시기

표고재배에 있어서 종균 접종 시기는 단히 중요하다고 들 인식 하고 있

으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의하여 제약을 많이 받아 원하는 시기에 접종작

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표고균은 영상 5℃부

터 자라기 시작하여 20~25℃에서 가장 왕성히 생장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종균접종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요즈음 조기접종이 좋다고 하여 제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접종을 시도하는 농가를 볼 수가 있는데 종균이 접종된 상태에서 

종균이 얼거나 건조하면 균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히려 피해를 입

을 수 있다.
(2) 조기접종이 중고온성 품종버섯 발생 시기를 앞당기고, 해균 및 해충의 

예방, 인력수급의 유리점 등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만 보온과 보습이 가능한 하우스(접종실)가 설치된 상태에서 조기접종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일반 하우스내에서 접종할 경우는 밤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3월초부

터가 적당하며 노지인 경우는 외부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벚꽃이 

피기 직전인 3월 중순 이후가 적당할 것이며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 

중순 이전에는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나. 접종시의 유의점

접종시에는 종균이나 접종구에 흙 등의 이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청결한 장

소에서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종균을 오랜 시간 직사일광에 쬐거나 종균병

의 개봉한 채 방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천공 후는 곧 접종하여 빨리 임

시눕히기(가눕히기)를 하여야 한다.
접종을 하기 전에 작업장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주변을 소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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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표고재배도 한곳에서 계속적으로 재배하기 때

문에 재배장에 잡균이나 잡버섯의 발생도 많아지고 연작 피해도 나타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접종하기 전에 재배장을 청결히 하고 살균

제나 토양살균제 등을 미리 처리하여 잡균의 만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표준적인 접종구멍 배열 저온성 다공으로 인한 품질하락

<그림 3-11> 접종배열 및 다공접종 피해

 다. 천공작업

종균을 접종하기 위하여 전기드릴로 원목에 구멍을 뚫게 된다. 구멍의 크

기는 일반적으로 직경 12㎜, 깊이 20~25㎜의 구멍을 뚫는다.
종래에는 직경10㎝, 길이 1.2m 원목인 경우 구멍사이의 간격을 21~22㎝로 

하여 6개의 구멍을 뚫고 원목의 둘레는 줄 간격을 4.5㎝ 정도로 하여 원목 

당 7줄의 구멍이 뚫리게 하여(6공×7열) 원목 1개당 40개 내외의 구멍을 뚫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3~14㎝정도의 간격으로 1줄당 8~9개의 구멍을 

뚫게 되면(9공×7열) 약60개의 구멍이 뚫리게 된다. 최근에는 9㎝의 간격으로 

한줄당 13개 내외의 구멍을 뚫게 되면(13공×7열) 90구멍 정도가 뚫리게 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10㎝원목을 기준하여 이보다 더 많은 구멍을 뚫는 

사례도 있으며 천공 작업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표 고 재 배

118

(1) 접종전 원목이 얼어 있지 않도록 한다. → 보온 후 접종실시

(2) 접종구멍은 내일 바쁘다고 해서 전날 미리 뚫어놓지 않는다. 
(3) 접종구멍의 깊이는 성형종균의 경우는 성형 길이에 맞게 에어식균기 

접종인 경우는 3㎝정도로 한다.
(4) 접종구멍과 구멍사이는 간격은 중고온성인 경우는10~12㎝ 정도, 고온성

인 경우 15㎝ 정도, 저온성인 경우는 15㎝ 이상 이어도 무방하며 반드

시 줄과 줄사이 간격은 3~5㎝ 정도로 최 한 줄여준다. 
(5) 반드시 줄과 줄사이가 서로 어긋나도록 지그재그식으로 반드시 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줄과 줄사이로 주홍꼬리버섯 등 해균이 침투하게 된다. 
(6) 원목의 표피가 벗겨진 부분이나 옹이 부분은 주위에 천공 구멍수를 늘

려준다.
(7) 한 본에 뚫리는 총 접종구멍수는 원목의 수분상태, 품종특성 및 이듬해 

작업 횟수를 고려하며 고온성 및 저온성 품종은 다공접종하지 않는다. 
(8)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접종구멍 천공을 최 한 나무골을 따라하며 

신갈나무 등 껍질이 얇은 수종은 지나친 다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9) 구멍 천공시 발생되는 드릴밥은 바닥에 방치하지 말고 그 날 그 날 밖

으로 처분한다.
(10) 자목이 생목인 경우 지나치게 마구리 쪽으로 붙여서 뚫지 말고 건조

가 심한 자목은 마구리 쪽으로 붙여 준다.  

<그림 3-12> 올바른 접종배열

(  ; 기존 접종구,   ; 추가 접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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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종작업

천공작업이 끝난 후 톱밥 병종균을 분쇄하여 공압식 반자동 접종기 사용하

여 접종하거나 성형종균을 이용하여 접종하는 방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의 

부분이 접종하기 쉬운 성형종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성형종균이 작업의 편리성 및 첫 버섯 발생이 빠르고 버섯 모양이 예쁘다

는 장점이 있지만 해균에 한 저항력이 약하고 량발생하여 버섯품질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 성형종균 자체가 제조과정 중에 잡균에 오

염되어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꼭 이상적인 접종법이라고 만 볼 수

는 없다.
종균형태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성 보다는 자신의 재배 방식, 재배품

종, 노동력 확보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종균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에 접종구멍을 통하여 각종 해균 및 해충이 침입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밀납으로 접종구멍을 밀봉하는 방법

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으며 종균 형태별 주요특성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종

균 형태 선택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3-7> 종균접종 형태별 특성 차이

구    분 성형종균 공압식 접종기 스프링접종봉

종균 수분함량 55~60% 60~65% 60~65%

종균건조(접종후) 다소빠름 비교적 느림 아주느림

종균활착속도 빠름 비교적 늦음 보 통

첫버섯 발생 가장 빠름 조금느림 보 통

해균 발생율 높음 낮음 보 통

품종 적합성 중온성, 중고온성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중온성

  (1) 종균 접종시 유의할 사항

  (가) 성형종균의 경우는 성형판을 5~6줄씩 가위로 절단한 후 종균을 판

에서 뽑아가면서 구멍에 접종한다. 성형판에서 한꺼번에 종균을 뽑

아내어 쓰거나, 성형판에서 꺼낸 성형종균을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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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성형종균은 가능한 천공구멍에 꽉 차도록 눌러 접종하고 스티로폼 

마개가 나무껍질의 표면과 동일선상에 놓이도록 삽입하여 준다.
  (다) 반자동 공압식 접종기를 사용할 경우는 스티로폼 마개가 접종구멍

표면과 수평이 유지하도록 접종한다. 스티로폼 마개가 비뚤어지게 

막히게 되면 수확 하는 과정중에 변형버섯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
  (라) 접종당일 비닐 씌우기를 반드시 실시하며 성형종균은 접종당일 물

을 주어도 무방하며 공압식접종인 경우는 재생균사를 확인한 후(일
주일후 정도) 물을 주는 것이 원칙이며 물을 주는 정도는 접종목 표

면이 젖을 정도로 준다.

  

성형종균 접종 공압식 접종기 접종

<그림 3-13> 표고종균 접종

5  임시눕히기(임시쌓기)

 가. 목 적

접종된 버섯목을 1~2개월간 임시로 적당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두어 관리하

며 주된 목적은 바람에 의한 심한 건조를 막아주고, 버섯목 내에 충분한 습

기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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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에 골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표고균사의 활착과 만연을 순조롭게 

하여주기 위한 것이다. 
종균 접종 후 기상요건은 밤, 낮의 온도차가 심하고, 바람과 황사현상이 심

하며 기는 건조하고 꽃샘추위로 기온이 급강하하는 등 표고균의 초기배양

에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종균접종이 끝났다고 접종목을 방치

하게 되면 종균의 초기 균사활착이 부진하여 여름철 고온기에 여러 가지 해

균의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비가 잦은 해는 접종목의 수분건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을까지 접종목에서 싹이 나오는 생목화 현상을 겪을 소

지가 많으므로 접종목의 보온과 보습에 힘쓰는 한편 접종목 속에 있는 수분

을 빨리 증발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종균배양 과정중에 임시

눕히기를 생략하지 말고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장소와 방법

표고균의 활동에 적합한 제반시설(관수, 보온, 보습, 차광)을 갖추고 있는 

접종실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으로 기존 하우스나 간이하우스를 

지어 최 한 활용하고 노지인 경우는 물빠짐과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한다. 
임시눕히기의 실시 기간은 접종후로 부터 외기의 온도가 20℃ 정도에 이르

는 짧은 기간으로 4월 말에서 5월초 까지 하는 것이 좋다.
원목수종, 원목의 수분상태, 바닥의 수분상태에 따라 눕히기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종이 상수리나무인 경우, 소경목인 경우, 원목이 많

이 건조한 경우, 바닥이 건조한 지역은 장작쌓기를 주로 사용하며 이것과 반

인 경우는 우물정자 쌓기가 일반적이다. 방법은 두 가지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반드시 접종목이 지면에 바로 닫지 않도록 벽돌 등을 사

용하여 지면과 접종목사이에 공간을 두어 통풍이 되도록 하고 가는 나무는 

밑으로 굵은 나무는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쌓는 높이는 하우스 

내인 경우는 1m 노지인 경우는 50㎝ 이하가 되어야만 온도 및 습도가 일정

하여 종균의 배양상태가 일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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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접종목 위에 부직포 등으로 보온처리를 한 후 그 위

에 다시 비닐피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복내의 온도가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피복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외부온도의 변화에 

따라 피복내의 온도 및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고온을 피하면서 

수시로 피복 자재나 피복 방법을 수시로 변동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은 완전 밀봉해도 종균의 초기 호흡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비닐

피복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외부온도가 높은 4월 이후에 비닐피복을 실시하

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노지에서 접종목을 관리 할 경우는 더욱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작쌓기 우물정자쌓기

<그림 3-14> 임시눕히기 방법

 다. 임시눕히기 중의 접종목 관리

임시눕히기는 적절한 온도(10~20℃)와 습도(80~90%)에서 실시하나 저온, 건
조하면 균사 발육이 나쁘고 또 직사광선이 닿으면 고온이 되어 표고균사는 

사멸한다. 접종 후 약 1주일이 지난 후부터 수시로 접종공의 스티로폼 마개

를 벗겨 보아 종균이 잘 활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종 후 5~7일쯤이

면 균사가 활착(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활착되지 않는 경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온인 경우는 보온조치를, 그리고 건조한 경우는 살수

를 반복한다. 접종목에 한 살수는 공압식 에어접종이나 스프링봉 접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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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1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노지에서 관리할 경우

주로 산간지역 및 재배사가 불충분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종초기 접

종목이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건조한 접종목을 사용할 경우 접종

목 건조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반 로 수분이 많은 접종목의 경우는 

접종목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못하여 종균 초기신장 및 원목의 수분증발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가) 살수가 불가능한 경우

   ① 내부 비닐을 피복할 경우

접종 초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접종목이 건조되기 쉬우므로 보습을 위

하여 비닐을 피복하고 그 위에 차광망을 덮는 방법이 있는데 차광률이 80%
이상으로 높을 필요가 있으며 비닐 피복 기간은 한 달 이상을 초과하지 않

는 것이 좋으며 비닐피복 내부에 솔가지를 넣어주어 내부 수분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으며, 그 이후에는 차광률이 낮은 것으로 교체하여 비를 맞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차광망만 피복할 경우

비닐 피복을 하지 않고 차광망만 피복할 경우는 보습을 위하여 차광망을 

이중으로 견고하게 덮을 필요가 있으나 차광망이 두터우므로 비가 내려도 

접종목에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종균이 어느 정도 활착되기 시작하는 

1개월 후 부터는 차광률을 낮게 하여 비를 최 한 맞도록 하고 접종목 내부 

수분이 많은 신갈나무는 차광률을 낮게 하여 온도를 높여 주어 접종목을 건

조시킬 필요가 있다.  

   (나) 살수가 가능한 경우

차광망은 차광률이 80% 이상이 좋으며 내부에 분수호스를 설치하여 접종

목내 수분함량이 높은 접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접종목이 젖

을 정도로(2시간 정도) 살수를 실시하고 1개월 후 부터는 차광률을 낮게하여 

비를 맞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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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망 내부 비닐피복 차광망 외부 살수시설 낮은 차광률 관리(신갈나무) 

<그림 3-15> 노지에서 임시눕히기 관리방법

  (2) 하우스내에서 관리할 경우

   (가) 접종목에 비닐피복을 하지 않은 경우

   ① 하우스 외부 비닐 고정 관리

접종초기 외부 공기가 건조하고 온도편차가 심하므로 활착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우스 외부 차광망이 개폐 구조인 경우 차광망을 걷어내어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되 접종목이 햇볕에 노출되므로 접종목 

위에 다시 차광률이 낮은 차광망을 다시 한 번 덮어줄 필요가 있으며 한낮

에 온도가 20℃ 이상이 되면 앞뒤 출입문을 개폐하여 고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우스를 밀폐하여 배양하다 보면 과습하여 접종목 절단면에 검은색의 곰

팡이류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 균들은 표고 해균이기보다는 잡균(부생곰팡이)
이므로 표고균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기가 일어나면 

쉽게 사라지므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외부 차광망 및 비닐고정 관리

일반적으로 하우스 차광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부분이므로 하우

스 내부의 온도상승이 제 로 일어나지 못하므로 초기 활착이 늦어질 염려

가 있으므로 측면과 앞, 뒤 출입문을 최 한 닫은 상태로 관리하여 보온과 

보습이 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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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닐피복배양 차광망 및 비닐고정관리 절단면 부생곰팡이발생

<그림 3-16> 하우스내에서 임시눕히기 관리방법

   (나) 비닐피복을 하여 관리할 경우

외부기온이 상승하면 임시눕히기한 비닐 내부 온도도 상승하여 20℃ 이상

의 온도가 지속되면 접종목에 해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비닐을 제거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세부적인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닐 피복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에어 접종인 경우 스티로폼 마개를 

열어보고 성형종균인 경우는 종균을 꺼내어 하얀 실 같은 재생균사

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피복내의 온도를 확인 하고 온도에 이상이 없

으면 물뿌리기를 하여 피복내부의 습도를 높여 주어 균사의 재생을 

촉진시킨다.
   ② 비닐내부에 결로현상이 생기면 따듯한 한낮에 비닐 및 피복재를 걷

어내어 건조시킨 후 접종목 표면이 젖을 정도로만 물을 준 후 다시 

피복하는 작업을 수시로 반복한다.
   ③ 피복 후 보름정도가 지나도 결로가 생기지 않으면 접종목이 건조하

다는 표시이므로 살수 후 피복한다.
   ④ 피복내부 온도가 20℃ 이상 올라가면 비닐을 걷어 통풍을 시키거나 

비닐위에 다시 차광을 하여 온도를 내려준다.
   ⑤ 피복 후 25~30일정도 지나 마구리 주변으로 흰색의 균사무늬가 접종

목 전체에 생기게 되면 옆 부분의 비닐을 걷어 주어 통풍을 시켜 하

얀색의 균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 
   ⑥ 갈색으로 변한 접종목 마구리의 균사무늬에 실금이 가면 비닐, 피복

자재 등을 완전히 벗겨내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계속해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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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눕히기 작업을 준비한다.
   ⑦ 임시눕히기 중에 접종목에서 싹이 나거나 수피 표면으로 균사가 심

하게 밖으로 기어 나오면(균사분출) 접종목이 생목이라는 표시이므

로 5일간 비닐피복 후 2일간 비닐제거 후 살수, 다시 피복하는 방법

을 연속하여 실시 접종목내의 수분을 제거해야 만이 종균이 접종목 

밖으로 흐르지 않고 접종목 내부로 활착되게 된다.

  

<그림 3-17> 임시눕히기 시기에 비닐피복관리(좌) 및 균사분출현상(우)

 라. 표고 균사활착 및 만연상태 관찰법

  (1) 균사활착 확인

접종목을 임시눕히기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접종 후 25~30일
쯤에서 접종목 내부에 균사가 신장하여 접종구에서 섬유방향으로 20㎜ 정도 

자라므로 이것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관리나 눕히기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방법은 첫째 접종목 마구리를 절단하여 절단면에 균사의 생장정도를 

보고 두 번째 수피를 벗겨내어 형성층의 균사 신장을 보고 셋째 접종구멍 

주위로 접종목을 세로로 잘라 종균 접종부위의 균사 신장을 정도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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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면 형성층 변재부

<그림 3-18> 표고 균사배양상태

  (2) 접종목의 생목상태 확인 및 관리방법

참나무류중에 물참(신갈, 갈참, 졸참) 및 굴참나무에서 생목화 현상이 강하

다. 생목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접종목 수피를 망치 등으로 벗겨내어 형성

층 부분의 색깔변화를 보면 되는데 색이 보라색으로 바로 변하면 생목의 정

도가 아주 강한 것이고 손으로 문질러 표면이 미끌미끌하면 생목상태 이고 

또한 종균접종 구멍주위로 만 종균이 조금 퍼져있고(안경모양) 옆으로 나가

지 못하면 또한 생목상태임을 나타내며 수피를 벗겨보지 않아도 종균접종 

구멍 스티로폼 마개 주위나 수피골 사이로 종균이 하얗게 흘러나오거나 절

단 마구리에 균사문이 왕성하게 형성되면 생목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균사활착불량(생목상태) 외부 균사분출 현상

<그림 3-19> 생목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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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생목상태 관리법 

   ① 접종초기에 접종목의 온도를 높여주어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접종목

이 직접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씌우기와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② 굴참, 신갈나무인 경우는 가능한 5월초 까지 수분 공급 억제할 필요

가 있다.
   ③ 상수리나무인 경우는 주홍꼬리버섯이 나오기 전까지 나무표면이 젖

을 정도로만 물을 수시로 공급한다.
   ④ 뒤집기 작업을 자주 실시하여 접종목의 내부의 수분이 빠지도록 유

도 한다.
   ⑤ 장작쌓기 임시눕히기 방법을 장작쌓기 방식으로 교체 필요

  (3) 접종목의 과건조 확인 및 관리방법

상수리 접종목 중 규격목 이하의 굵기 이거나(미달목) 벌채시기가 빠른 

(10~11월)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피를 망치 등으로 벗겨내기가 어

려울 정도로 딱딱하며 절단면의 갈라짐이 심하면서 수피표면 색깔이 갈색을 

띄면 종균 또한 건조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주홍꼬리 버섯이 량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다.

  

과건조 관찰법(절단면) 균사활착불량(형성층) 균사활착불량(변재부)

<그림 3-20> 접종초기 과건조 관찰법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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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조한 접종목 관리법 

   ① 접종목에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지 

말고 조금씩 살수량을 늘려준다.
   ② 재배 환경이 건조해 지지 않도록 피음재의 두께를 높여주고 통풍을 

최 한 억제한다.
   ③ 장작쌓기로 되어 있으면 접종목 전체가 물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베갯목 쌓기 방식으로 바꾸어 준다.

6  본눕히기

일부 조기 접종한 농가와 임시눕히기 관리를 충실히 한 농가에서는 표고 

균사활착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4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본눕히기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접종목의 종균배양 상태를 충분히 확인 한 후 농가의 재

배환경에 맞는 본눕히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여름철 고온기의 해균 피해

를 막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일부농가에서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임시눕히기를 생략하고 종균접종 

후 바로 본눕히기 방법으로 접종목을 관리하는 농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으므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임시눕히기

를 하여 종균이 접종목에 완전히 활착된 상태에서 본눕히기에 들어가는 이

상적인 방법이다.

 가. 본눕히기 시기 판단법

우선 육안으로 절단면 마구리로 전체 접종목의 3분의 2정도가 균사무늬가 

나올 때를 적절한 시기로 보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생목상태로 인한 균사

무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눕히기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는 접종목의 수피나 내부를 도끼로 토막 내어 종균접종 구멍 주위로 4~5㎝ 
정도 종균이 생장하였을 경우를 적기로 보는 것이 적당 하고 또한 균사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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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접종목 표면에 고무버섯이 발생되거나 접종구멍의 스

티로폼 마개의 들림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본눕히기 적기로 보면 된다.

  

고무버섯 발생 절단면 균사무늬 확인 접종구 주위 균사활착

<그림 3-21> 본눕히기 시기 판단법

 나. 장소와 방법

장소는 약간 경사진 곳이 좋으나 최근에는 하우스내에서 많이 하고 있으며 

평지에 눕혀두기를 할 경우에는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눕히기의 장소는 7음 

3양의 장소가 좋다고 하나 임내에서 그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광망 또는 수

술형 차광망을 이용하여 그늘을 만들어 준다. 차광망의 차광률은 90~95%로 

조절한다.  
너무 그늘인 곳은 임내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균사의 발육이 낮아지며, 햇볕이 너무 들어오게 되면 수피 부분의 온

도가 35℃ 이상으로 올라가서 균사가 사멸될 수 있으므로 햇볕에 장시간 노

출되는 접종목은 차광망으로 씌워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5월 중 ․ 하순부터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고온에 의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

여 균사만연이 전혀 되지 않거나 만연된 균사가 고온으로 인하여 사멸되기

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고 균사는 32℃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생장이 정지되고 40℃부터는 균사 자체가 사멸된다. 또 임시눕히기를 계속해

두면 공기의 유통이 나빠지고 잡균의 오염이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

분히 공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눕히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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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눕히기 방법은 접종목의 수분상태, 본눕히기 장소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베갯목 쌓기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나무

속의 물빠짐이 좋지 않은 신갈이나 굴피나무인 경우나 나무가 생목상태인 

경우, 바닥이 습한 곳을 본눕히기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물정자 쌓기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접종목의 건조가 심한 경우나 바람이 심한 지

역의 경우는 임시눕히기 방법중의 하나인 장작쌓기를 하되 뒤집기를 작업을 

하는 것을 본눕히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체도 가능하다.

  

우물정자쌓기 베갯목 쌓기

<그림 3-22> 본눕히기 방법

 다. 본눕히기시 유의점

임시눕히기에서 갑자기 본눕히기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접종목 수피의 수

분 건조가 순식간에 일어나 접종목 표면이 딱딱해 질 수 있으므로 본눕히기 

작업일은 비가 오거나 흐린날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본눕히기 후 바로 비

를 맞거나 물을 주게 되면 이동 작업의 충격으로 특히 성형종균의 경우 스

티로폼 마개 들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작업 후 일주일 정도는 접종목

에 물이 닿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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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본눕히기 중의 접종목 관리

  (1) 본눕히기 후 수분관리

본눕히기 후부터는 종균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임시눕히기 기간보

다 수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시기에 접종목 표면이 딱딱하게 건조

되게 되면 내년의 버섯발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접종목속의 노폐물도 배출하

여야 하므로 노지인 경우는 비가 내릴시 차광막을 걷어내어 적극적으로 비

를 맞히고 살수시설이 구비된 하우스인 경우는 물주는 시간을 생목인 접종

목을 제외하고는 임시눕히기 보다 접종목이 충분히 젖을 정도(5~6시간)로 늘

려주고 주기 또한 일주일에 1~2회 정도 늘려주는 것이 좋으며, 물주는 시기

를 정확히 하려면 마구리 형성된 균사무늬에 실금이 가면 물을 주고 다시 

균사무늬가 나타나 실금을 덮고 다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실금이 가면 

물을 주는 방법도 있다.  

  (2) 직사광선과 고온 피해의 방지

이와 같이 눕히기한 접종목은 이듬해 버섯이 발생되기 직전까지 눕히기 하

여 둘 수 있으므로 수시로 잡초제거와 청결유지 및 뒤집기를 하여주어서 균

사가 고르게 만연되도록 한다.
눕히기나 세우기 한 후 재배장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의 하나는 접

종목이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골목이 직사광

선에 노출되면 노출된 부위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특히 노지에서 접종목을 관리할 경우는 차광망과 접종목 사이에 공간이 생

기도록 콘티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 차광망을 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접종목 

측면의 차광망을 들어주어 통풍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고온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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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를 이용한 공간확보 차광망 측면 들어주기 이중차광 설치

<그림 3-23> 본눕히기 시기 관리방법

  (3) 뒤집기 작업

뒤집기는 눕히기한 버섯나무의 상하(上下), 표리(表裏)를 뒤집어 줌으로써 

위와 아래쪽의 습도를 고르게 하고 균사의 고른 생장을 유도할 뿐 아니라, 
잡균 포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중요한 작업이다. 접종 이듬

해 정상적인 버섯발생에 지 한 영향을 미치며 과습한 접종목의 수분 제거 

역할도 하므로 힘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이어서 번거로움도 있지만 

접종 당년은 최소한 1~3회의 뒤집기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중고온성과 중온성 품종의 경우는 뒤집기 작업을 자주 실시해야만 이

듬해 미숙버섯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마. 여름 장마기 관리

장마기 전까지 접종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균배양 상태가 좋았다 하더라

도 여름철 장마기 동안에 고온과 다습으로 인하여 표고균의 힘이 약해져 순

식간에 종균이 사멸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장마기 동안 기상상황을 주

시하면서 접종목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여름철 장마기에는 주변 환경이 과습하므로 통풍에 모든 초점

을 맞추고 또한 접종목이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장마 

이전에 발생되는 해균들은 부분 참나무 원목 속의 영양분을 서로 경쟁하

여 섭취하여 피해를 주는 해균들이 주로 많지만 여름 고온 다습기에는 표고

균을 잡아먹는 해균이 번성하므로 이에 한 책을 세우면서 여름 장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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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가야만 재배에 성공 할 수 있다.

  (1) 접종목 뒤집기 작업

부분의 농가가 장마기를 장작쌓기 상태로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며 이렇게 되면 장마기 동안 여러 가지 해균이 발

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장마기 이전 6월초에 접종

목을 통풍이 원할한 방식인 우물정자나 베갯목으로 바꾸어 주되 고무버섯이나 

맹아가 심한 접종목 및 물참나무, 굴참나무 계통의 수종은 수분이 많으므로 

우물정자 상태로 하고 주홍꼬리버섯이 많이 발생된 상수리 계통의 건조한 접

종목은 낮은 베갯목 쌓기로 접종목의 쌓는 방법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통풍을 원할히 하여 해균 발생을 억제하고자 장마 이전에 

세우기를 실시하는 농가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피표면은 깨끗하게 관

리할 수 있으나 접종목 수피표면이 건조로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접종목

의 내부 균배양 속도를 늦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재배장 바닥 청결 및 배수철저

해균이 접종목의 지면에 닿은 부위를 통하여 전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

멘트 블록을 밑에 깔고 접종목을 우물정자로 쌓는 경우는 덜하지만 접종목

이 지면에 직접 닿는 베갯목 쌓기를 할 경우는 지면에 생석회를 충분히 깔

아준 상태에서 본눕히기나 뒤집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바닥이 과

습해지지 않도록, 특히 논에 하우스를 지은 경우에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에 배수로를 깊숙이 파주어 비가 오거나 물을 주더라도 하우스 바닥이 질퍽

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접종목에 발생한 푸른곰팡이 처치

접종 스티로폼 마개에 군데군데 푸른곰팡이가 붙어있으면 그곳의 종균은 

죽은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옆으로 전염되므로 고압분

무기를 사용하여 종균을 파내게 되면 원래부터 종균자체가 오염된 경우가 

아니라 종균 활착 후에 푸른곰팡이 감염된 경우라면 근처의 표고균이 파낸 

구멍 속으로 흘러들어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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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목 표면 골사이에 푸른곰팡이 량 발생하게 되면 나무속으로 벌써 푸

른곰팡이 침투한 상태로 보면 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접종목을 제거하여 옆

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소석회를 살포할 필요가 있으며 심하지 않은 경우

는 하우스 내부가 고온과 과습이 되지 않도록 측면 및 출입문을 최 한 개

방하고 앞뒤 출입문 지지 에 붙어 있는 차광망 및 비닐을 제거하여 최 한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24> 접종구(좌)와 수피 골사이(우)에 발생한 푸른곰팡이

  (4) 장마철의 수분관리

장마철에 장시간 오는 비를 그냥 맞도록 방치하게 되면 푸른곰팡이병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장마철 동안은 자연비는 최 한 맞지 않도록 하고 접

종목이 건조하여 물을 준 경우와 비를 맞힌 경우는 수분이 접종목 표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빨리 접종목을 건조시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물을 

주는 시간을 아침 일찍이 하여 해가 뜨면서 수분이 바로 증발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형 선풍기 등을 가동하여 빨리 말려주는 것이 푸른곰팡이 

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중온성 품종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해균인 점버섯류도 다른 시기에도 감

염되지만 접종당년에는 이시기에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비에 접종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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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맹아(싹)발생 및 균 흘러나옴 현상발생

장마기에 주로 물참 및 굴참나무 접종목에서 맹아가 발생하거나 표고균이 

지나치게 겉으로 많이 흘러나와 절단면에 심하게 코팅되거나 종균부위를 덮

고 있는 현상은 접종목이 아직 수분이 증발되지 않은 생목상태이라는 표시

이므로 하루빨리 통풍이 원활하도록 접종목을 풀어헤쳐 본눕히기 작업에 들

어가야 하며 주홍꼬리버섯이나 동고병균이 발생할 때까지 비를 맞히거나 물

을 주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도 온도가 붙지 않아 접종목 건조가 일

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종목을 배양하는 환경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밝게 해주어 온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맹아발생 스티로품 마개 들림현상

<그림 3-25> 본눕히기 중 발생한 생목현상

 바. 장마 후 가을관리

  (1) 장마 후 건조 및 고온에 대한 대책

   (가) 비닐이 피복된 하우스

하우스 천장이 비닐로 피복된 하우스는 장마기간 동안 접종목 및 버섯목에 

비를 맞추지 않아 푸른곰팡이 및 고무버섯 등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해균들

의 발생은 적지만 상 적으로 접종목이 심하게 건조되어 주홍꼬리버섯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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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심하고 버섯종균 또한 건조한 상태이므로 고온을 피하면서 주홍꼬리버

섯을 억제하고 종균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비닐개폐식으로 되어있는 

하우스인 경우는 비닐을 내려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비닐이 고정식인경우는 하우스 천정에 통기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활용하여 강제로 공기의 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맑은 날

을 이용하여 한낮을 피한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3~4시간 정도 버섯목에 살

수하는 것을 반복하여 주홍꼬리버섯의 발생을 억제하고 종균의 활력을 되살

릴 필요가 있다.

  

주홍꼬리버섯 대량발생 하우스 외부 환기구 설치

<그림 3-26> 건조에 의한 주홍꼬리버섯발생 및 고온피해 대책

   (나) 장마비에 노출된 경우

표고 접종목이 비에 노출되어 종균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고온

을 받게 되면 푸른곰팡이가 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장작쌓기로 

관리한 경우는 신속히 베갯목이나 우물정자쌓기 등 통풍이 잘되는 형태로 

접종목 쌓기 방법을 바꾸어 준 후 하우스 경우는 하우스 측면을 최 한 들

어줌과 아울러 앞, 뒤 출입문을 최 한 개방하여 통풍을 시켜주고 통풍이 불

량한 하우스인 경우는 형선풍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 공기의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노지에서 차광망 만으

로 접종목을 관리한 경우는 햇볕이 강하지 않는 흐린 날이나 야간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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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광막을 걷어주어 접종목을 건조시키고 평상시에는 차광망 측면을 들어

주고 차광망 중간 중간 나무기둥을 세워 차광망과 접종목 간에 공간이 생기

도록 한다.   

  

하우스 내부 선풍기 가동건조 측면 통풍 및 가운데 들어주기

<그림 3-27> 노지, 하우스 내부에서 환기개선

   (다) 고무버섯이 많이 발생된 경우

벌채 시기가 늦어진 상태에서 버섯목 표면만 건조된 상태에서 발생이 심하

며 배양온도가 낮아 접종목의 건조가 늦어지는 간이 하우스나 노지배양에서 

많이 관찰되며 때에 따라서는 장작쌓기(가눕히기) 과정을 짧게 하여 종균이 

충분히 돌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이 습한 땅에 베갯목 쌓기를 조기에 실시한 

농가에서도 발생되며 생목화 현상과 함께 발생되며 접종목의 내부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고무버섯 자체는 표고균에 해를 

가하지 못하며 고무버섯이 발생한 자리는 주홍꼬리버섯과는 달리 가을을 지

나면 표고균이 먹어 들어가므로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해가 되지 않

는다고 해서 그 로 방치하게 되면 발생된 고무버섯을 통해서 푸른곰팡이가 

타고 들어가 종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접종목 표면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표면이 건조되어 고무버섯이 딱딱

하게 굳는 상태가 되면 맑은 날을 이용하여 수시로 물을 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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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목화 현상이 강하여 맹아가 발생되는 접종목인 경우는 필히 뒤집기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습한 재배장인 경우는 접종목 절단면이 땅에 닿게 되

면 계속해서 지면의 수분을 접종목이 빨아 올려 계속해서 생목화 상태를 지

속하게 되어 표고종균이 활착되지 않은 부위나 종균 접종구멍에 푸른곰팡이

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단면이 땅에 닿지 않는 우물정자 방식으로 접종목 

관리방법을 바꾸어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건조부족으로 발생한 고무버섯 맹아 발생에 의한 종균신장 억제

<그림 3-28> 고무버섯 발생 및 생목현상

  (2) 접종구멍의 스티로폼 마개 들림 현상 및 버섯발생

성형종균이 보급되면서 많이 발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접종목에 수분이 

많은 물참나무 계통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중고온성 품종인 508호, 763호, 
산조108호, 산조109호 및 저온성 계통중 환경에 민감한 유지로(927호)에서 많

이 발생되며 근본적으로 이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단지 조금이라도 발생을 

억제하려면 종균 접종후 7월 이후 부터는 접종목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아

야 하며 부득이 움직일 경우는 물주는 것에 최 한 신경을 써서 움직이기 전, 
후는 물주는 것을 억제하며 물주는 시간 및 시간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종균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것은 상관없지만 버섯의 싹이 발

생되는 경우는 발생된 싹을 통하여 푸른곰팡이가 추가적으로 오염될 염려가 

있고 그 구멍에서는 내년에 버섯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여력이 되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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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등으로 종균은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싹만을 따내어 주고 다시 스티로

폼 마개를 막게 되면 정상적인 버섯생산은 가능하다.  

  (3) 가을 물관리 방법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위가 수그러들면서 서서히 표고종균의 활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철저한 물주기 관리 작업이 필요한데 물주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목이 많이 건조되어 있고 종균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량의 물을 주게 되면 푸른곰팡이가 일시에 량으로 발

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의 양을 서서히 늘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데 예를 들면 1~2일 간격으로 1~2시간 정도주어 접종목을 적셔주어 종균활

력을 되살린 후 그 이후에는 다시 2~3일 간격으로 3~4시간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는 물주는 주기와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저온성 품종 접종목인 경우 이렇게 물을 주어도 둔감하여 별 변화가 없지

만(유지로 제외) 중고온성 품종인 경우는 민감하여 기형 버섯이 발생되거나 

스티로폼 마개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접종목을 절 로 움직이

지 말아야 하며 9월 중순 이후는 물주는 시간에 유의 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목이 온도편차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우스 온도를 25℃ 이상으로 높여주어 

늦가을까지 종균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이듬해 버섯생산에 유리하다.
아울러 여름의 고온에 비하여 하우스의 차광률이 너무 높아 하우스 안

이 컴컴한 경우는 온도도 낮고 통풍도 좋지 못하므로 차광률을 조정하여 온

도가 25℃ 내외로 올라가도록 해야 나무속의 수분도 빨리 증발하고 표고균

의 활력도 강해지므로 직사광선만 피할 정도로 최 한 밝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통풍이 최 한 되도록 접종목 주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4) 품종특성에 맞는 접종목의 가을관리 

고온성품종(산조108호, Y602호, 508호)인 경우 정상적으로 접종목에 종균이 

활착된 경우는 9월 중순 이후에 저녁온도가 15℃ 정도로 떨어지면 자연버섯 

발생이 시작되게 되므로 아직까지 접종목이 장작쌓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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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 발생하여 속에서 썩어 푸른곰팡이 등에 감염되어 오히려 이듬해 버

섯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고온성 품종은 베갯목이나 

하우스 안으로 옮겨 버섯수확이 가능한 세우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

로 가을은 버섯 홍수출하 염려가 있으므로 이듬해를 비하여 버섯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아침나절을 이용하여 짧게(1시간 정도) 수분을 공급하면

서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여주어 버섯발생을 막아야 한다.
중온성품종과 중고온성품종(산조302호, 산조109호, 357호)인 경우 고온성품

종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성형종균을 접종한 경우는 종균이 거

의 숙성되어 종균 힘으로만 버섯을 내려는 경향이 심하므로 접종목을 움직

이거나 접종목이 건조하다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기형버섯이 발생되거나 

스티로폼 마개가 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추석이후는 비를 최 한 맞

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관수시 물을 최 한 짧게 주어야만 합니다. 
중온성 품종과 중고온성 품종은 다른 품종과는 달리 종균이 정상적으로 배

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균에 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가을동안에도 직사광

선에 직접 접종목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만 하며, 과습한 재배장에서는 

하이포크리아 등의 표고종균을 사멸시키는 해균이 번성하므로 최 한 배수

와 통풍에 신경 쓰는 한편 생석회를 바닥에 살포해야만 나무껍질이 이탈되어 

종균이 죽어버리는 검은썩음병 증상(점버섯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저온성 품종(산조502호, 유지로, 구7호)은 일반적으로 배양이 잘되는 품

종으로 알고 조금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 품종이지만 요즘 표고 유통시장이 

고품질 위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최 한 고품질의 버섯을 수확하기 위해서

는 배양에 신경을 써야 한다. 추석이후 다른 품종과는 달리 한번 뒤집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온성 품종은 중고온성 품종과 달리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접종목에 종균이 충분히 활착된 후 이주에 한번 정도 물을 충분

히 준 후 건조시킨 후 다시 물을 충분히 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버섯품

질 고급화에 유리하다. 단 유지로 품종(927)은 자극에 민감하므로 중온성 품

종을 관리하듯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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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우기

버섯발생이 빠른 고온성 품종의 경우는 접종 당년 가을부터 버섯 생산이 

가능하지만 고온성 품종이라도 일반적으로 이듬해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버섯 발생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고온성 품종인 경우는 7월 이후 중

온성, 저온성 품종인 경우는 가을 이후 버섯 작업에 들어가므로 버섯 발생 

작업에 이전에 세우기 작업을 하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력 활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초겨울부터 이른 봄 사이에 세우기 작업을 한다.
일부 농가들에서는 여름 장마기의 푸른곰팡이 등의 해균 발생을 염려하여 

장마기 이전에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는 농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버섯 발생량을 떨어트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버섯목이 충분히 표

고균을 먹어 완숙한 상태에서 세우기를 하는 것이 좋다.
세우기에 앞서 버섯목의 배양상태가 충분한지를 확인 한 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버섯목 완숙상태가 좋지 못하면 무리하게 세우기 작업을 하지 

말고 시기를 조금 늦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버섯 생산에 유리하다. 
품종에 따라서는 버섯이 발생되기 좋은 온도에서 세우기 작업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미숙버섯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품종에 따라 

세우기 작업 후 바로 살수작업을 해야 하는 품종도 있고 일정기간 수분 공

급을 중단해야 품종이 있으므로 종균 품종특성을 잘 파악하여 세우기 작업

을 할 필요가 있다.  

 가. 품종별 세우기 작업시기

  (1) 고온성 품종  

일반적으로 이 품종들은 버섯목 배양 상태가 좋으면 접종당년 가을부터 버

섯 생산이 가능하므로 말복 이후부터 9월초에 세우기 작업을 하여도 무방하

나 배양상태가 좋지 못하면 버섯발생량도 적고 미숙버섯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예비 버섯 발생작업을 실시한 후(버섯목 굵기별로 몇 토막을 물

에 하루정도 담가서 버섯 발생 상태 관찰) 본세우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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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굳이 가을에 버섯발생 유도 할 것이 아니면 자극에 의하여 버섯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5℃ 이하의 온도 인 11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이전에 본세우

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중고온성, 중온성 품종  

고온성 품종과 달리 버섯목 배양이 미숙한 상태에서 버섯목을 움직이게 되

면 스티로폴 마개가 열리거나 미숙버섯이 발생될 우려가 많으므로 버섯발생

이 쉬운 10~20℃ 사이에서는 가능한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 시기에 세우기 작업이나 이동작업을 하였거나 이보다 낮은 온도

에서 세우기 작업을 하였다 하여도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버섯발생

이 될 수 있으므로 세우기 작업 전, 후 10일 정도는 살수를 하지 말고 그 후

에 살수 작업을 한다.
특히 중온성 품종의 경우는 무리한 자극을 받게 되면 미숙버섯 발생율이 

높으므로 버섯목이 충분히 완숙된 상태에서 세우기 작업을 하고 세우기 시

기는 12월 초순 이후부터 이듬해 2월 중순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3) 저온성 품종  

이듬해 가을이후부터 버섯 발생이 가능한 품종으로 접종 당년 가을 이후부

터 다음해 이른 봄 이전에 세우기를 하는 방법과 다음해 여름이 지난 후 가

을버섯 발생이전에 세우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종 당년 가

을부터 이듬해 봄 이전에 세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온성 품종은 이동자극을 주어도 버섯이 발생되지 않아 시기에 커다란 영

향을 받지 않지만 최근에 재배량이 늘고 있는 유지로(927)품종의 경우는 중

온성 품종과 같이 자극에 민감하여 미숙버섯이 발생될 확률이 높으므로 세

우기 시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세우기 작업 후 바로 비를 맞거나 살수

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표고를 목적으로 임내재배하는 경우는 접종당년 이른 세우기 후 노지에

서 눈, 비를 맞으며 이듬해 버섯발생 전까지 접종목에 수분공급에 문제가 발

생되지 않지만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 경우는 접종목에 자연비나 눈을 맞

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분공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버섯생산이 불량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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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므로 이른 세우기 후 적극적인 수분관리가 필요하고 여름에 하우

스 내부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온성 품종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경우 주기적인 살수가 불가능한 상태

에서는 무리하게 이른 세우기 작업을 하여 버섯목이 건조하게 되는 것보다

는 오히려 눕히기 기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가을 버섯 발생 전에 세우기

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가을 버섯이 량 발생할 염려가 있다.

 나. 세우기 장소 

  (1) 노지(임내) 재배장

기본적으로 4건6습의 환경이 좋으며 눕히기를 하는 장소보다 약간 그늘이 

많고 습한 장소가 유리하며, 부근에 계곡이나 저수지 등으로부터 물을 끌어

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좋다. 처음부터 환경이 좋은 노지 재배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너무 어두운 곳은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을 하여 밝게 하여

주고 또 너무 햇볕이 과다한 곳은 차광망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등 재

배장의 환경 개선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노지 재배시의 세우기할 재배장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방 위

표고 발생에는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큰 곳(1일간의 온도차가 8~10℃ 이
상)이 좋고, 방위는 남향, 동남향이 가장 좋다. 봄눈이 빨리 녹는 장소를 택

하는 것이 좋다. 북향의 장소에는 겨울철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온도 변화도 

적으므로 피한다. 

   (나) 임 상

상록활엽수림이나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효림이 최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이 같은 임지가 드물기 때문에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혼효임지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일간의 온도 변화가 큰 곳이 좋기 때문에 침엽수임

지에서 임내가 너무 어두우면 가지치기 등을 하여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잣

나무 임지는 어둡고 온도변화가 적어서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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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배장 밝기 : 투과율이 80% 정도로 약간 밝은 임내가 좋다.

   (라) 토양 : 배수가 좋고 눕히기 한 장소 보다 약간 습한 곳이 좋다.

   (마) 지형 : 오목한 지형의 계곡이나 또는 중복 이하의 완경사지

   (바) 바람 : 강풍지를 피한다. 

   (사) 기타

물을 끌어쓰기 좋고, 버섯건조 시설에서 가깝고, 집약적인 노동이 용이한 

곳으로 택한다. 

  (2)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사 

최근에는 비닐하우스의 재배시설을 이용한 재배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내

재배와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비닐하우스는 바깥 기온보다 온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표고 균사의 생장은 양호해지나, 잡균의 발생이 높아지게 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적어서 버섯 발생에 좋지 않으므로 비닐을 일부 걷어 올

려서 통풍이 잘되고 낮과 밤의 일교차를 높여주며 비닐하우스 내부가 너무 

고온으로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닐하우스 내에는 온도가 높

아지기 쉽기 때문에 비음도는 75~8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재배자는 비닐하우스 내부와 부근의 나무 그늘에 각각 온도계를 설치하여 

온도의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원목재배용 재배사 13종 개발

산림청의 용역사업으로 서울  농생  원예과 교수팀, 임업연구원 버섯연

구팀, 온실 설치회사(신한온실) 및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공동으로 

’97~’99년(3년간) 표고 재배시설에 한 모델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

과 표고 원목재배용 시설로서 ’97년도 2종, ’98년도 5종 및 ’99년도 6종 등 

13종의 모델이 제시되었다.
비닐하우스 표준 모델을 개발하게 된 주요 배경은 ① 생표고 연중재배에 

의한 농가 수익의 증  ② 시설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재배환경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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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적정 모델의 제시 ③ 적설,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시 적정 

보상가격의 산정을 위한 모델의 제시 ④ 금후 고차적 시설재배나 표고 톱밥 

시설재배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 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3년간 개발된 표고 원목재배용 시설재배 모델 13종에 하여 표로 나타내

면 <표 3-7>과 같다.

<표 3-7> 원목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의 모델 특성 비교

모델명 용도 구조
규격(m) 중앙기둥 

간격(m)

시공비

(천원/평)
지붕 피복

폭 길이 측고 동고

1-A1형
봄, 여름, 가을 

무가온재배
단동 1중 70 49.8 1.7 3.7 3.0 66.1

내부: 차광망 90% 고정

외부: PE필림 0.1㎜ 개폐

1-A2형
고운성비가림

및 저온성
단동 2중 〃 〃 〃 〃 〃 84.4

외부: 차광망 90% 고정

2중(내): PE 0.1㎜ 개폐

1-A3형 고온성 비가림 단동 1중 8.0 40.0 1.5 3.7 2.0 69.2
내부: 차광망 90% 고정

외부: PE필림 0.1㎜ 개폐

1-A4형
고온성 비가림

및 저온성
단동 2중 〃 〃 〃 〃 〃 91.9

외부: 차광망 90% 고정

2중(내): PE 0.1㎜ 개폐

1-A5형
고온성 비가림

(수직차광막)
단동 1중 〃 〃 〃 〃 2.8 71.1

외부: PE 0.1㎜ 개폐

천장: 수직 차광망 고정

2-A1형 고온성 비가림 연동 1중 15.0 〃 〃 〃
2.0

(1.5)
68.0

외부: PE 0.1㎜ 개폐

내부: 차광망 90% 고정

2-A2형
고온성 비가림

및 저온성
연동 2중 〃 〃 〃 〃 〃 92.1

외부: 차광망 90% 고정

2중(내): PE 0.1㎜ 개폐

1-A6형 내풍형 단동 1중 7.0 40.0 1.4 3.4 - 66.5
외부: 차광망 90-95% 고정

외부: PE 0.1㎜ 개폐

1-A7형 내풍형 단동 2중 〃 〃 〃 〃 - 90.2
외부: PE개폐, 차광망고정

2중(내): PE 0.05㎜ 개폐

2-A3형 내풍형 연동 1중 14.0 〃 〃 〃
-

(1.5)
60.3

외부: PE 0.1곡부 개폐식

내부: 90-95% 개폐

1-G1형 내설형 단동 1중 7.0 〃 1.6 3.7 - 67.8
외부: PE 0.1㎜ 개폐식

내부: 차광망90-95%고정

1-G2형 내설형 단동 2중 7.0 〃 〃 〃 - 85.5
외부: 차광망 90-95% 고정

2중(내): PE 0.1㎜ 1면고정

2-G1형 내설형 연동 1중 14.0 〃 1.5 〃
-

(1.5)
66.8

외부: PE 0.1㎜ 1면고정

내부: 차광망 95% 1면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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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농가의 다양한 요구와 폭설 및 강풍에 안정성을 갖춘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배농가가 사용하는 모델은 3, 4개 정도이고 

사용모델 또한 버섯품질을 높일 수 있고 고온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변형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겨울 생표고용 모델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모델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농가 현실 및 기존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할 수 모델들의 개

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버섯 재배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들자

면 다음과 같다.

   (가) 재배사 방향

겨울 생표고 재배 하우스인 경우는 무엇보다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므로 동

서방향으로 하우스를 배치하는 것이 좋고 여름재배용은 일조량 보다는 통풍

이 중요하므로 바람의 방향이 하우스를 앞, 뒤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배치하

는 것이 좋다.

   (나) 재배사 크기

재배사가 크면 많은 양의 버섯목을 수용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여 재배장 내부 위치에 따라 버섯 품질에 차이

가 발생하고 버섯의 수분이 높아지므로 가능하면 연동형 보다는 단동형의 

재배사 좋고 하우스의 길이를 25~30m(60~70평)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 재배사 피음도

표준 모델에는 90%이상의 차광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음도가 높

아 재배사 내부가 어두어 버섯 색택에 문제가 생기고 통풍도 원활하지 못하

므로 75~85%의 차광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재배용 재배사인 경우는 

온도 확보를 위하여 60~70%가 적당하다.

   (라) 재배사 바닥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 사양토가 좋으며 만약 물빠짐이 나쁜 토양이라면 

객토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바닥에 수분을 막고자 비닐 등의 차단재를 깔

게 되면 잡초와 물버섯 발생을 막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버섯발생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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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되므로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재배사 높이 및 측고

여름재배 재배사의 경우는 여름철 고온시기에 통풍을 위하여 중앙높이(동
고) 표준모델 높이인 3.7m가 적당하며 겨울 생표고 재배사인 경우는 통풍보

다는 보온이 우선시 되므로 3m이하로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재배사 옆쪽 개

폐기가 열려지는 측고는 1.7m로 하는 것이 여름철의 통풍에 유리하다. 

   (바) 재배사의 환기

여름철 온도가 높은 지역 및 겨울 밀폐재배를 하는 겨울 재배사 인 경우는 

더운 공기를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개폐식 환기구를 재배사 천장에 달아주

면 효과가 있다.

  (1) 품종에 적합한 재배 하우스 형태

   (가) 고온성 및 중고온성 품종 

버섯 발생 시기가 주로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이므로 가능하면 하우스 내부

가 고온이 되지 않고 통풍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동형태의 

동고 및 측고가 높은 1중형의 1-A1, 1-G1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중형 보

다 고온 및 통풍에 유리한 2중형의 1-A2, 1-G2형 모델도 사용된다.
모델 단면도에는 가장 외부 비닐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으나 바람이 심한 

지역의 경우는 외부 비닐이 바람에 날리어 찢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차광망이 고정이고 내부 비닐개폐 되는 구조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고 측

면 하부의 치마비닐은 통풍에 막으므로 제거하여 사용 하는 농가가 많으며 

고온기에 재배사의 더운 공기를 빼줄 수 있는 맞배형 구조의 하우스 및 천

정 환기형 재배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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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환기형 하우스 맞배형 하우스

<그림 3-29> 고온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형 하우스

<그림 3-30> 1-A1형 모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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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1-G2형 모델 단면도

   (나) 중온성 품종

여름에도 버섯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주 발생 시기는 봄, 가을 이므로 중고

온성 품종에서 사용되는 1-A1,1-A2,1-G1,1-G2 재배사 모델도 사용하고 이 모

델보다 보온에 유리한 1-A3, 1-A4, 1-A6, 1-A7모델도 사용가능하며 일부 농가

에서는 자연광을 많이 받아들이고 자연상태의 통풍 구조인 1-A5형 모델도 

사용한다. 모델에는 외부 차광망 고정으로 되어 있으나 겨울의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하여 차광망을 개폐식으로 변형하여 사용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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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1-A4형 모델 단면도

<그림 3-33> 1-G1형 모델 단면도

   (다) 저온성 품종

저온성 품종 재배를 위한 단동 이중형 구조 및 연동형 구조로 모델 들이 

있으나 보온 효율 및 버섯 품질에 문제가 있어 현재는 일부 농가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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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겨울 생표고 재배를 위해서 1-A1형 및 1-A2형 

구조에 가을 이후에 외부 비닐을 고정식으로 덮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버섯 

수확이 끝나 후 다시 벗겨내는 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부분 농

가에서는 기존 모델보다 천정 높이가 낮은(2.5m) 형태의 재배사를 사용한다.
저온성 품종을 재배사내에서 건표고로 생산하는 농가인 경우는 1-A5형을 

사용하는 농가도 있다.

<그림 3-34> 1-A5형 모델 단면도

  

충남 부여 전남 장흥(1-A5형)

<그림 3-35> 겨울재배 하우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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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우기 방법

  (1) 세우기 전 재배장 바닥 정리

현재 재배중인 재배장은 바닥에 버섯목 껍질 등 재배잔적이 남아 있어 많

은 병해충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연작 피해를 줄이려면 재배장 바닥을 깨끗

이 정리하고 재배장 밑의 흙이 위로 올라오도록 로터리를 쳐주고 바닥에 생

석회를 충분히 살포한 후(100평 20포 정도) 버섯목을 세우도록 한다.
연작 피해를 최 한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재배 마친 재배장을 바로 재배

에 사용하지 말고 일년 정도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개량을 실시하거나 

차광막과 비닐을 걷어낸 후 휴식하면서 태양소독을 실시하여 재배장으로 사

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토양개량을 위한 타작물 재배 세우기 전 생석회 살포

<그림 3-36> 재배사 토양개량 방법

  (2) 고온성 및 중고온성 품종

폭이 7~8m 인 경우는 개 하우스 길이 방향으로 5줄 정도를 배치하여 세

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풍에 문제가 생기므로 버섯목의 수용량을 줄이더라

도 4줄 정도로 해서 재배사 1평당 15본 정도가 적당하며 하우스 길이가 50m
이상의 긴 하우스 경우는 버섯목을 길이 방향보다는 세로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이 통풍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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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온성 품종

겨울 생표고를 재배하는 경우는 햇볕이 버섯목 전체에 받는 것이 버섯발생

량과 품질에 유리하므로 하우스 길이 방향은 동서향으로 하되 버섯목 세우

기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하는 것이 버섯 품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종고온성 품종 저온성품종(남, 북 방향세우기)

<그림 3-37> 품종별 세우기 방법

 라. 세우기 후 버섯목 관리방법

  (1) 고온성 및 중고온성 품종

   (가) 12월 이전에 세우기를 실시한 경우

11월 이전에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면 얼음이 얼기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순에 버섯목의 상, 하를 바꾸어 뒤집어 세우기를 실시 한 후 버섯목에 충

분히 살수를 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게 한다. 하우스 내에서는 겨울동안에도 

한낮의 기온이 올라가 버섯목이 지나치게 건조될 수 있으므로 버섯목을 눕

혀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우스 외부의 차광망을 걷어낸 상태에서 겨울

동안의 눈, 비를 맞게 하는 방법도 있다.
겨울을 지난 후 2월 중순에서 3월초 사이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뒤집어 세우기나 눕혀놓은 버섯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버섯목이 건조

하여 있다면 충분히 물을 살수한 상태에서 첫 버섯 발생 작업에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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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겨울 및 이른 봄에 세우기를 실시한 경우

겨울(1~2월)에 세우기를 실시한 경우는 이른 봄부터 버섯목의 수분상태에 

따라 물주기를 시작하고 이른 봄에 세우기를 실시한 경우는 세우기 작업 후 

바로 물주기를 시작한다. 세우기 시기가 늦어져 버섯발생작업 이전에 바로세

우기 작업을 하고 버섯발생 작업을 하게 되면 버섯이 량 발생 되어 품질

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세우기 작업은 반드시 이른 봄 이전에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 수확 2년차 이상 버섯목

가을이후 버섯 수확을 마친 후 충분히 살수한 상태에서 버섯목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겨울이전에 뒤집어 세우기나 버섯목을 눕혀놓은 상태에서 충분

히 살수를 시킨 후 겨울을 나고 이른 봄 다시 뒤집어 세우기나 눕혀놓은 버

섯목을 세운 후 충분히 수분을 공급한 상태에서 여름버섯 발생에 비한다.

  

눕혀놓은 상태에서 겨울관리 세워놓은 상태에서 겨울관리

<그림 3-38> 세우기 후 버섯목 관리방법

  (2) 중고온성 품종 및 중온성 품종

고온성 품종이나 저온성 품종과는 달리 버섯목에 종균이 어느 정도 활착된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미숙버섯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주

의가 필요하며 세우기 후 관리는 고온성 품종에 준하여 관리하되 뒤집어 세

우기 작업을 실시한 후 반드시 보름정도는 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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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물을 주어야 하며 버섯목 배양상태가 좋은 경우라면 물을 충분히 주면

서 관리하여도 무방하나 배양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물관리를 잘못하면 미숙

버섯이 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우기 작업이나 버섯목 이동작업을 버섯

균이 움직이지 않는 겨울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품종특성상 해균에 한 저항력이 상당히 약하므로 배양이 부족한 상태에

서 겨울이라도 과습하게 되면 점버섯류(수피가 벗겨지면서 종균사멸)가 발병

하기 쉬우므로 과습에 최 한 유의하고 살수 작업이나 비를 맞은 상태에서

는 바로 접종목이 건조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저온성 품종

   (가) 노지(임내)재배의 경우

부분 접종 이듬해 봄에 세우기를 하는 경우와 가을이전 버섯이 발생되기 

전에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종당년 가을이후 세우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내재배장이 어두운 경우는 간벌 빛 가지치기를 해주고 통풍을 위하여 제

초작업을 수시로 해주면서 살수가 가능한 재배장의 경우는 말복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며 봄에 세우기를 한 버섯목인 경우는 가을버섯 

발생이전인 처서 무렵에 뒤집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버섯 수확 2년차 이상의 버섯목은 처서 무렵부터 버섯목을 상, 하로 뒤집

어 세우거나 쓰러트리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도록 

한다. 

   (나) 겨울 생표고 재배인 경우

접종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버섯 세우기 작업을 한 상태에서 버섯목이 

건조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살수를 하거나 비를 맞히면서 관리하면서 여름

에 하우스 내부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최 한 주의해야 한다.
말복이후 부터 처서 전까지 버섯목에 많은 양(1~2일 정도)의 살수를 한 후 

9월 초부터는 하우스 외부에 비닐을 피복하여 비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버

섯 발생 억제 작업에 들어가서 본 버섯 발생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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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버섯의 발생방법

 가. 버섯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버섯목의 굵기

버섯목이 가는 것은 굵은 것에 비하여 비교적 버섯이 빨리 발생되고 버섯

발생시 수분의 필요량도 차이가 생기므로 반드시 종균접종 초기부터 굵기별

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종균 접종량

다공접종을 하면 버섯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버섯발생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버섯크기가 작아지며 품종에 따라 버섯크기가 아주 작아

지는 품종도 있다.

  (3) 원목의 수피 두께

일반적으로 수피가 얇은 것은 버섯발생이 빠르고, 수피가 두꺼운 늦다. 따
라서 원목 수종별로 분리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4) 버섯목내의 수분

원기(버섯싹)형성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므로 원기형성 온도 15~25℃
사이의 온도 (초가을)에는 많은 양의 살수가 필요하고 접종목내 수분이 골

고루 분포하도록 상, 하 뒤집기 작업이 수시로 필요하다.

  (5) 외부온도

버섯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10~15℃ 온도차가 필요하며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하므로 여름에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찬 지하수의 

살수가 필요하고 온도차가 가장 많은 시간 에(새벽 5~6시 사이) 작업이 필

요하다.

  (6) 쓰러트리기 등 자극

수확1년차 및 봄, 가을시기에는 외부의 약한 자극에 의해서도 버섯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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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만 버섯목이 오래될수록 자극에 둔하므로 좀더 강한 자극과 온도편

차가 필요하므로 구 버섯목일수록 강한 자극 및 장시간의 살수가 필요하다.

  (7) 햇볕의 영향

버섯목이 빛을 잘 받을수록 온도편차와 빛의 영향으로 버섯이 잘 발생되므

로 임내재배장인 경우는 최 한 밝게 해 줄 필요가 있고 하우스 재배인 경

우는 차광률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60~70% 정도) 버섯목의 

전면, 후면 돌려주기 작업이 필요하다  

 나. 품종별 버섯 발생법 

  (1) 고온성 품종(산조108호, 모리465 등)

   (가) 버섯 작업시기 및 방법

접종 당년 가을에도 버섯 발생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에는 다른 품종의 버

섯도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시장에 버섯이 많이 출하되므로 무리하게 

버섯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이듬해 5월 중순경(아까시나무꽃이 필무렵)부
터 본격적인 버섯 발생에 들어가며 초봄에 버섯목에 물을 충분히 준 상태(1일 

이상)에서 자연버섯이 발생되면 수확하고 버섯목을 건조 시킨다.    
건조된 버섯목에 작업 1주일 전 가볍게 예비살수(2~3시간)를 실시하고 본

작업에 들어간다. 작업방법은 일반적으로 버섯목이 세워진 상태에서 3~5시간 

정도 물을 주고 버섯목을 쓰러트리기 한 상태에서 다시 물을 주기 시작하는

데 신목은 그리 많이 줄 필요가 없고 구목 및 더운 여름으로 갈수록 살수량

을 늘려준다. 버섯 발생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타목, 두드리기, 상하 뒤집기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쓰러트리기 하는 것이 버섯 발생도 확실하고 버섯

발생량도 제일 많다. 
쓰러트리기 시점은 자연온도 편차가 많이 나는 봄, 초여름, 가을 등은 저녁 

시간을 주로 이용하고 온도편차가 없는 시기에는 버섯발생 작업일을 비가 

며칠 내린 후 아니면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새벽시간을 활용한다. 
쓰러트리기 시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버섯발생에는 좋으나 버섯목끼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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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강하게 부딪히면 버섯목 수피가 쉽게 벗겨져 버섯목 수명이 짧아지므로 

최 한 조심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여름철인 경우 3~4일 후에 버섯이 발생하게 되므로 버섯목을 너무 늦게 세

우면 발생된 버섯이 서로 부딪쳐 변형이 되므로 쓰러트리기 후 하루정도 지

나고 바로 세우기를 실시하며 세우기를 할 때 전에 세워졌던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 세우기를 한다.
가을철인 경우는 버섯발생이 늦으므로 세우는 시기를 조금 늦춰 주어도 되

도 버섯목이 건조하면 쓰러트리기 상태에서도 2~3시간 물을 주는 것이 버섯

발생에 도움이 된다.

  

<그림 3-39> 버섯발생작업(좌_쓰러트리기) 및 수확(우)

   (나) 버섯 발생 주기 및 휴양

버섯발생 작업주기는 빠르면 보름 주기에서 한 달 주기이며 접종 이듬해 

5~7회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버섯발생 이듬해 5~6회 정도 작업을 하여 총 

작업횟수가 10~12회 정도로 한 상태에서 그 후로도 버섯발생은 가능하지만 

버섯 품질이 하락하므로 폐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업횟수를 줄여 3년
간 수확하기도 하는데 자본회전율이 느려지므로 고온성 품종인 경우는 1세

를 접종년 포함해서 3년으로 잡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한번 버섯발생 작업을 하면 하우스 한 동에서(100평기준) 20~30콘티가 생

산되는 것이 정상이며(250~350g/본당) 만약 이보다 생산량이 적게 되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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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배양 상태가 나쁜 경우도 있으므로 버섯작업을 억제하고 추가배양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배양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휴양기간을 두지 말고 연속해서 작

업에 들어간다.
버섯 발생량을 줄이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휴양기간을 두지 않고 연속 

작업하는 방법도 있으나 버섯목에 무리가 발생하여 버섯목 수명이 짧아지므

로 휴양기간은 지키면서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섯수확을 마친 후 버섯목에 충분히 살수를 실시 한 후 다음 버섯 발생 

전까지 버섯목을 건조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버섯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버섯

균이 약해져 있으므로 좋은 환경에서 휴식이 필요하므로 최 한 하우스 내

부가 고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에 유의하며 관리 할 필요가 있다. 

  (2) 중고온성 품종(산조109호, 산림4호, 모리763 등)

   (가) 버섯 작업시기 및 방법

버섯 작업시기가 빠르거나 배양상태가 좋지 못하면 미숙버섯이 발생할 확

률이 높으므로 이듬해 고온성 품종보다는 한 주기 늦은 6월중순경 부터 버

섯 발생에 들어가며 초봄에 버섯목에 물을 충분히 준 상태(1일 이상)에서 자

연버섯이 발생되면 수확하고 버섯목을 건조 시킨다. 고온성 품종과는 달리 

버섯발생 작업전에 시험 발생 작업을 하여 발생된 버섯의 정상 여부를 관찰 

한 후 작업에 들어가는 안정적이며 작업방법은 고온성에 준한다. 
품종 특성상 가을에 버섯이 많이 발생되는 품종이며 고온성 품종에 비하여 

높은 온도 편차를 요하므로 고온성 보다는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므로 

작업시점 및 물주는 시간 및 물주기량에 변경이 필요하다. 

   (나) 버섯 발생 주기 및 휴양

버섯발생 작업주기는 빠르면 한 달 정도 주기가 적당하며 주기가 너무 빠

르면 버섯이 소형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접종 이듬해 3~5회 정도 작업을 

하고 이듬해 5~7회 정도 작업을 하고 총 작업 횟수를 10~12회 정도 작업횟

수를 줄여 3년간 수확하기도 하지만 고온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2년 정도 수

확 후 폐목화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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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성 비하여 해균에 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버섯발생 후 버섯균의 세력

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생작업을 하거나 휴양 환경이 고온화 되고 

과습하게 되면 휴양기간 중에 해균에 감염되어 폐목화 현상이 생겨나므로 

휴양기간 동안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고온기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수확 2년차부터는 5월 중순부터 버섯 발생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3) 중온성 품종(산조302호, 357, 대구7호 등)

   (가) 버섯 작업시기 및 방법

중고온성과 마찬가지로 작업시기가 빠르거나 배양상태가 좋지 못하면 미숙

버섯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중고온성보다 늦은 8월말부터 버섯 발

생에 들어가며 초봄에 버섯목에 물을 충분히 준 상태(1일 이상)에서 자연버섯

이 발생되면 수확하고 버섯목을 건조시키고 중온성 버섯 발생온도인 20℃ 
전후에서 애매하게 살수를 하거나 비를 맞히면 미숙버섯이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버섯류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므로 본격적인 버섯발생작업 전

까지는 건조하게 관리한다.   
중고온성 품종과 마찬가지로 버섯발생 작업전에 시험 발생 작업을 하여 발

생된 버섯의 정상여부를 관찰 한 후 작업에 들어가는 안정적이며 작업방법

은 중고온성품종에 준한다. 
중고온성 품종에 비하여 높은 온도편차를 요하고 여름에도 버섯발생은 가

능하나 생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기간중에 종균을 죽이는 점버

섯류가 발생하므로 고온기의 무리한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나) 버섯 발생 주기 및 휴양

접종 익년 8월말 이후부터 11월초 까지 2~3회 정도 작업을 하고 이듬해 3월
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3~5회 정도 작업을 하고 수확 3년차에 2~3회 작업을 

하면 총10회 정도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고온성과 마찬가지로 다

공접종을 하여 버섯발생주기를 앞당겨 2년 만에 수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건표고 생산도 가능한 품종으로 접종 이듬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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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주어 자연버섯으로만 유도하고 이듬해 봄에 적극적으로 살수하면 품질 

좋은 버섯이 발생되므로 건표고로 말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버섯으로 전환하

는 방법도 있다.
다른 품종에 비하여 해균에 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므로 버섯발생 후 버

섯균의 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생작업을 하거나 휴양 환경이 

고온화 되고 과습하게 되면 휴양기간 중에 해균에 감염되어 버섯수피가 벗

겨지며 종균이 죽는 검은썩음병이 발병하므로 휴양기간 동안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고온기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휴양기간을 최

한 건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저온성 품종(산조502호, 모리290, 유지로 등)

고온성, 중고온성 품종과는 달리 작업에 의하여 버섯발생을 유도하기 보다

는 버섯목에 수분이 충분한 상태에서 저온 자극을 받게 되면 주기 구분 없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버섯발생을 조

절하기보다는 자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단지 버섯이 발생될 시기

에 수분공급을 억제하여 발생을 늦추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버섯을 발생시키

는 억제 재배법이 있기는 하지만 억제기간이 2개월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버섯목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 겨울 생표고 재배의 버섯 발생관리

기본적으로 접종 이듬해 봄 이전에 세우기를 한 상태에서 외부 차광망만 

피복한 상태에서 자연비는 맞추고 인위적인 살수도 하면서 접종목이 건조되

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하다가 8월말에서 9월초에 집중적으로(일주일에 1일 

정도 2~3회) 살수를 실시한 후 차광막 위에 비닐을 씌워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 억제작업에 들어간다.
억제작업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버섯은 수확하고 10월말 경에 1차 

작업을 위한 물주기를 실시하여(2~3일 정도) 11월에 버섯을 수확하고 12월초

에 2차 작업을 위한 물주기를 시작하는데 부분 버섯목이 상당히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1차보다는 살수량을 1일정도로 줄여준다. 2차 버섯은 이듬해 2월
말까지 계속되고 버섯 수확을 모두 마친 3월초에 2~3일 살수를 실시하여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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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들어간다. 
하우스 높이가 높아 겨울동안 온도를 높이기 힘든 하우스 구조인 경우는 2차 

수확이 불가능 하므로 2월 중순에서 3월초 사이에 물을 주어서 봄버섯을 발

생시킨다.
버섯 생산 2년차부터는 버섯목이 자극에 둔해지므로 9월초에 접종목 쓰러

트리기 작업을 실시 한 후 살수가 필요하고 살수 후 버섯목 상, 하를 뒤집어

서 세우기를 실시 한 후 건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버섯목이 고목으로 되

어 갈수록 강한 자극이 필요하므로 쓰러트리기 강도 및 물주기 시간이 늘어

나야 한다.  
최근 종균 접종량이 늘어나고 있는 유지로 품종의 경우는 중고온성 품종과 

같이 자극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온도가 20℃이하로 떨어

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버섯목을 움직이거나 살수나 비에 조심하지 않으

면 미숙버섯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나) 노지(임내) 재배의 발생관리

발생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해 기상에 따라 버섯발생시

기, 발생량 등이 틀려지므로 다른 품종과 같이 버섯발생을 조절하기는 어렵

고 단지 버섯이 잘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다.

   ① 임내가 어두운 경우에는 간벌과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재배장을 밝게 

해준다.
   ② 바람이 심한 곳은 방풍망을 쳐준다.
   ③ 버섯목에 버섯이 균일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버섯이 발생되기 

2개월 정도 전에 상, 하 뒤집기와 전면과 측면 돌려주기를 실시한다. 
   ④ 원기(버섯싹)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확 2년차 이상의 버섯목은 

9월부터 쓰러트리기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비를 맞히거나 살수를 

실시한다.
   ⑤ 재배장 내에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해주고 버섯목 근처에 쌓여있는 

낙엽을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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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섯 선별 및 저장법 

  (1) 버섯 수확방법 및 수확시기

동일한 시기에 발생된 버섯이라도 버섯 채취 방법 및 채취시기에 버섯 품

질이 달라지므로 다음에 유의하여 버섯을 수확한다.

  (가) 버섯을 수확할 때는 버섯의 갓 부분(머리)을 잡지 말고 줄기 아랫부

분을 잡고 돌리면서 수확한다. 갓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분에 

반점이 생겨 품질이 하락된다.
  (나) 버섯 수확 바구니는 마 나 페인트통과 같은 깊이가 깊은 것을 사

용하면 버섯이 서로 부딪혀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크기가 작

은 목욕 바구니 등을 사용한다.
  (다) 여름철 고온기에 발생된 버섯은 버섯 생장이 무척 빠르므로 동일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섯을 한 번에 수확하지 말고 여러 번 나

누어서 수확한다.
  (라) 버섯은 재배장의 습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밤 12시에서 새벽6시에 

갓이 빨리 벌어지므로 여름철 고온 다습기에는 한밤에도 버섯을 수

확할 필요가 있다.
  (마) 버섯의 출하 용도에 따라 버섯 수확시기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봉

지포장용(마트 납품)은 갓이 적게 벌어진 상태에서 수확하고 납품용 

및 식자재용인 버섯은 버섯이 벌어지더라도 갓의 크기가 크도록 수

확한다. 

  (2) 버섯선별방법

영농법인을 통한 공동선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개인이 선별하는 경

우가 많고 선별의 정확도에 따라 시장 출하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므

로 선별에 최 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선별은 개인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사람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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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시장 정보

를 주시하면서 선별기준에 변화를 주면서 응한다.
  (다) 선별은 기준은 일반적으로 버섯크기, 갓의 색택, 갓이 벌어진 정도

에 따라 략 5~7가지 정도로 선별한다. 

  

<그림 3-40> 시장 출하 선별 예(좌측부터 상, 중, 하)

  (3) 버섯저장법

몇 년 전에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출하 하고 홍수 출하시 물량 조절을 위

하여 저장을 하는 농가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거의 신선한 버섯 출하가 주를 

이루고 저장을 하면 감량이 발생하고 저장된 버섯은 쉽게 변하므로 그것이 

곧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가능하면 저장하지 말고 출하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간 저장할 경우 다음에 유의한다. 

  (가) 수확된 버섯을 직접 저장고에 저장하기 보다는 단시간 안에 버섯의 

생장을 막기 위하여 예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예냉 온도는 버섯 상

태에 따라 변화를 준다(습도가 높은 경우 7~9℃, 습도가 낮은 경우 

-2℃ 정도)
  (나) 저장온도는 장기간 저장시에는 -3℃ 정도로 하고 단시간(일주일이

내) 저장시에는 영상 1℃ 정도로 하며 얼은 버섯의 경우는 서서히 

녹혀서 출하한다.
  (다) 저장고 면적에 2/3을 초과해서는 밀집하여 저장하지 말며 콘티에 버

섯 또한 가득 채우지 말고 2/3 정도씩 채운 후 저장하는 것이 내부 

버섯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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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작 판넬에 표시된 온도계와 저장고 내부온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저장고 내부에도 막  온도계를 설치하여 저장고 

내부의 온도를 확인한다.
  (마) 여름철 저장고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쿨러휀에 성애가 발생하여 냉

각능력이 떨어지므로 수시로 성애를 제거 해 준다.

 라. 출하 방법 

  (1) 건표고

개별농가가 생산한 건표고는 영농조합 법인, 산림조합, 농협등 생산자 단체

에서 공동선별을 하여 건표고 수집도매상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과 입찰을 

통하여 공판하는 방법이 있으나 건표고 가격이 점차 하락되므로 공동출하가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개인이 출하한 건표고를 농협에서 공개적으로 가을에

는 1회, 봄에는 3~5회 입찰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농가가 오프라인을 통한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한 소비자 직거래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개인농가가 다양한 상품개

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표고의 량 소비는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납품하기에는 생산물량 조절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규모 농가가 연

합하여 공동으로 납품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요리의 간편함 때문에 슬라이스, 표고채, 분말(조미료용도) 수요가 높아지

고 있으므로 가을에 생산되는 수분이 많은 버섯이나 봄에 비를 맞은 버섯 

등은 위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출하는 것도 출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한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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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건표고 선물세트(좌) 및 가공품(우)

  (2) 생표고

공영도매시장를 통한 경매에 의하여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목반, 영
농법인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와 개인 출하가 있으며 도시 인근농가

와 재배규모가 큰 농가는 직접 개인 출하를 하나 현재는 물류비가 점차 높

아지고 있으므로 계통출하량이 늘고 있다.
생산자 단체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형마트 등에 직접 납품하

는 방법도 시도 되고 있으나 표고 재배 특성상 연중 안정되게 공급하는 부

분에 문제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림 3-42> 건표고 입찰장(좌) 및 생표고 도매시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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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표고의 품질과 등급

표고는 버섯이 발생하는 주요시기에 따라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으로 나눈

다. 또한 발생된 표고는 품질에 따라 동고, 향고, 향신으로 나눈다. 아울러 

유통 단계에서 표고는 생표고와 건표고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 고시 

제 2002-124호(’07. 11. 1.) ‘임산물표준규격’에 의거 표고의 품질을 고시하였

고, 이 분류법에 따라 표고의 품질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

<표 4-1> 생표고의 등급 규격

항목 / 등급 특 상 보  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

분표상 ‘대’ 이상인 것

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

분표상 ‘중’ 이상인 것

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 이하인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개열된 것이 

전혀 없고 두께가 1.5㎝ 

이상인 것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개열된 것이 

10% 미만이고 두께가 

1.5㎝ 이상인 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 이하

※ 백분율(%)은 전량에 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가벼운 결점이란 병충해품, 상해품, 
기형품,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을 의미함.

1  생표고 등급 규격

 가. 생표고의 등급

산림청 버섯의 표준출하 규격에서 생표고의 등급은 <표 1-3>과 같이 특, 
상, 보통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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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표고의 크기 및 두께 구분

생표고의 크기는 특 , , 중, 소 4가지로 나누며, 두께는 두꺼운 것, 보통

인 것, 얇은 것 3가지로 나눈다.

<표 4-2> 생표고의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특대 대 중 소

갓의 직경(㎝) 6 이상
5 이상

6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 갓의 직경은 최 지름을 말한다.

<표 4-3> 생표고의 두께 구분

구분 / 호칭 두꺼운것 보통인것 얇은것

갓의 두께(㎝) 1.5 이상
1 이상

1.5 미만
1 미만

※ 갓의 상단에서 자루 쪽으로 끝 부위까지의 두께를 말한다.

 다. 생표고의 포장 규격

생표고의 포장에는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입하게 되어 있고, 겉포장의 종류 및 외치수는 

아래와 같다. 

<표 4-4> 생표고의 겉포장 종류 및 외치수

거래

단위
종   류

외치수(㎜)

길이 너비 높이

2㎏ 골판지상자 412 275 120±10%

4㎏ 골판지상자 412 275 200±10%

12㎏ 플라스틱 550 366 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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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표고 등급 규격

 가. 동고, 향고 및 향신의 등급 구분

산림청의 버섯 표준출하 규격에서 건표고의 동고 및 향고는 ① 특, ② 상, 
③ 보통의 3종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갓의 형태, 고르기, 색택, 
버섯의 크기 및 두께 등에 따라 설명하면 <표 1-7>과 같다.

원래 동고는 봄철이나 늦가을에 주로 채취되는 것으로 이때는 버섯의 생장

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채취된 버섯은 갓의 둘레가 안쪽으로 오므라든 형태

이고 육질이 두꺼운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봄철에 발생한 버섯도 주름이 

퍼지면 향신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신(香信)은 온도가 높을 때 빨리 생장된 버섯을 채취

한 것으로 온도가 높을 때는 갓이 얇고 빨리 퍼져서 채취한 버섯은 갓 둘레

가 안쪽으로 오므라든 것이 적으나, 어릴 때는 갓 둘레가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으므로 동고형(冬菇形)이다.
갓이 퍼진 정도에 따라서 동고형과 향신형을 구분하는데, 동고형은 50~60% 

퍼진 것을 말하지만 봄철에 수확한 것은 살이 두꺼우므로 70% 정도 퍼진 것

까지 동고형에 포함시킨다(표 4-5). 향신형의 경우는 갓이 70~90% 퍼진 것으

로 갓 끝이 아직 안으로 말려 있는 상태이다. 갓이 완전히 퍼진 것은 이품으

로 분류한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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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동고 및 향고의 등급 구분

항목 / 등급 특 상 보  통

갓의

형태

모양

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

되어 있으며 원형, 타

원형인 것이 80% 이

상인 것

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

되어 있으며 원형, 타

원형인 것이 40% 이상

인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갓의 

퍼짐
50% 이하 50% 이하

두께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두꺼운 것이 

80% 이상인 것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

분표상 두꺼운 것이 

60% 이상인 것

끝둘레 전체가 오무라든 것

고르기

크기구분표상 ‘중’ 이상

인 것으로 크기가 다

른 것의 혼입이 5% 이

하인 것

크기구분표상 ‘중’ 이상

인 것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

인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

고유의 색택으로 균열

부위가 백색 또는 유

백색이며 갓의 뒷면이 

유백색인 것

고유의 색택으로 갓의 

뒷면이 담황색인 것

수  분 13% 이하 13% 이하 13% 이하

이  품 없는 것 3% 이하 5% 이하

피해품 없는 것 5% 이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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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향신의 등급 구분

항목 / 등급 특 상 보  통

갓의

형태

모양

모양이 반구형 또는 

타원형으로 표면의 일

부가 균열된 것이 80% 

이상인 것 

모양이 반구형 또는 타

원형으로 표면의 일부

가 균열된 것이 60% 

이상인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갓의 

퍼짐
80% 이하 80% 이하

두께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분표상 ‘보통’ 이상

인 것으로 얇은 것의 

혼입이 3% 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두께 구

분표상 ‘보통’ 이상인 

것으로 얇은 것의 혼입

이 5% 이하인 것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대’, ‘중’인 것

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

분표상 ‘대’, ‘중’인 것

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특 ․ 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
고유의 색택으로 갓의 

뒷면이 유백색인 것

고유의 색택으로 갓의 

뒷면이 담황색인 것

수  분 13% 이하 13% 이하 13% 이하

이  품 없는 것 3% 이하 5% 이하

피해품 없는 것 3% 이하 5% 이하

※ ① 백분율(%) : 전량에 한 무게 비율

  ② 갓의 퍼짐 : 갓이 완전히 펴진 상태를 100%, 자루에 완전 오무러진　

상태를 0%로 하여 산출된 비율

  ③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

  ④ 이  품 : 해당종류 이외의 것

  ⑤ 피해품

    - 병충해과 : 곰팡이, 응애, 버섯파리 등 병충해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것은 제외

    - 파 쇄 품 : 갓 또는 자루가 손상된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

    - 기 형 품 : 갓이 심하게 변형된 것

    - 변질, 변색품 : 경도, 냄새 등으로 보아 변질 되었거나 색깔이 변한 것

    - 오염된 것 등 기타 피해의 정도가 현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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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표고의 크기 및 두께 구분

건표고의 크기는 특 , , 중, 소 4가지로 갓 두께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7> 갓의 크기 구분

구  분 품종 / 호칭 특대 대 중 소

갓의 직경

(㎝)

동고 및 이와 유사한 종류 6 이상
5 이상

6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향신 및 이와 유사한 종류 7 이상
5 이상

7 미만

4 이상

5 미만
4 미만

※ 갓의 직경은 최 지름을 말한다.

<표 4-8> 갓의 두께 구분

구분 / 호칭 두꺼운것 보통인것 얇은것

갓의 두께(㎝) 1.5 이상
1 이상

1.5 미만
1 미만

※ 갓의 상단에서 자루쪽으로 오므러든 끝 부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다. 건표고의 포장 규격

표시사항은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표 4-9> 겉 포장재 종류 및 치수

거래

단위
종   류

외치수(㎜)

길이 너비 높이

0.5㎏ 마닐라판지 및 골판지상자 366 244 55±10%

1㎏ P.P대(산물) 440 330 70±10%

5㎏ 골판지상자(100g×50, 200g×25) 550 366 300±10%

※ 속포장 : 100g,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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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표고의 건조 및 저장법 

생표고는 함수율이 80~90%인데 이것을 함수율 8% 이하로 말린 것을 건표

고라 하고 그 과정을 표고 건조라고 한다. 건표고의 가격은 버섯의 크기, 형
태, 색깔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버섯의 색깔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林, 2001). 색깔은 건조과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인자이다.

1  건조기

건조기는 품질, 경비면에서 화력에 의한 열풍 순환가열방식이 주류가 되어 

있다. 건조기는 재배 규모에 따라 각종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기종의 선정

은 연료비가 적게 들고, 값이 비교적 싸며, 버섯의 품질향상에 효율적인 것

을 선정하도록 한다.

<표 5-1> 골목 소유 본수와 필요 건조기의 대수(森, 1992)

골목 소유 본수(본) 1회 표고 발생량(㎏) 건조기 소요 대수

3,000 ~  6,000 100 ~ 200 선반 20매용 1대

6,000 ~ 10,000 200 ~ 270 선반 30매용 1대

10,000 ~ 20,000 270 ~ 500  〃    〃   2대  

2  건조과정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발생된 버섯은 함수율이 비교적 적지만, 여름철 장

마기에 채취한 것은 함수율이 높아서 건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버섯의 수분함량은 버섯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건조방식에도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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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에 딴 화고, 동고류와 같이 수분의 함량이 적고 버섯의 육질도 

매우 단단하므로 건조기 온도를 45℃로 올려놓고 여기에 버섯을 넣은 후 

2~3시간마다 5℃씩 높여 60℃까지 높여주면 8~9시간 후 버섯이 잘 마르게 

된다. 여름철에는 비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건조방법이 다르다. 우선 여름철

에 따더라도 비를 많이 맞지 않은 향고, 향신류의 버섯은 그다지 습하지 않

기 때문에 40℃ 정도에서부터 3시간마다 5℃씩 온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건

조하게 되면 13~14시간 후 건조가 완료된다. 비를 많이 맞은 버섯은 매우 습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부터 버섯을 건조시켜야 한다. 일단 

40℃부터 건조를 시작하여 2시간, 45℃에서 1시간, 47℃에서 2시간, 51℃에서 

6시간, 이후 54℃에서 6시간 건조함이 좋다. 65℃ 이상이 되면, 버섯의 색깔

이 짙어져서 품질이 저하되므로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林, 
2001).

사전에 기계를 작동하여 초기 가열온도까지 내부온도를 높여준 후 버섯을 

투입하며, 온도 상승은 5~10℃로 급격한 상승이 되지 않게 한다. 버섯을 펼

쳐놓을 때 버섯들이 층을 이루지 않도록 하며, 배기구는 초기에는 활짝 열고

(全開), 중기에는 1/2~1/3 정도로 닫아주며, 후기에는 1/3~1/4 정도로 적게 열

어서 열 소모를 적게 한다. 단, 물에 젖은 표고를 건조할 때는 배기구를 완

전히 열어 수분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수분 배출이 안 될 경우는 

배출기를 달아 순환 공기를 뽑아내야 한다. 내부 선반의 표고는 위의 것과 

밑에 있는 선반을 바꾸어 주고 선반을 흔들어 표고가 붙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한다. 아래쪽에 수분이 많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중간부터 위쪽

으로는 품질이 좋은 것을 놓으며, 위쪽에는 종수엽 또는 동고 계열의 버섯을 

놓는다.

3  물표고의 수분 말리기

여름철 장마기 또는 비가 온 후 채취한 물표고는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

하고 있어서 품질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쉽게 버섯이 변색, 변질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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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내다 팔 경우 반값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표고는 그 로 

시장에 팔지 말고 건조기에서 수분을 약간 말린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건조기에 넣을 때 표고 갓 부분이 위쪽을 향하게 하여 갓에 철망에 눌린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온도를 높이면 표고가 쉬 상하기 쉽고 

검은 색으로 변색되기 쉬우므로 온도는 30℃ 이하에 맞추고 신 통풍구를 

최 한 열어주거나 강제 배출을 시킨다. 덜 젖은 것은 3시간 내외, 많이 젖

은 것은 약 5시간까지 수분을 제거해 주면 비를 맞지 않은 버섯과 거의 유

사한 형태로 싱싱한 버섯이 된다. 수분을 제거해 주는 동안 자주 내부를 들

여다보고 버섯의 상태가 비를 맞지 않은 상태와 유사한 모양을 유지할 때 

꺼내 준다.

4  표고의 저장

건표고는 습도 8% 내외까지 건조시킨 후 비닐봉지 등에 밀봉 저장하며 벌

레가 생기지 않도록 저온저장고 등에서 5℃~8℃ 내외의 낮은 온도로 저장하

는 것이 좋다. 생표고의 경우는 저온 저장고에서 5℃ 내외의 낮은 온도로 저

장하여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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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표고 톱밥재배기술

표고는 동양의 특산물로 양질의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각종 비타민류와 미

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독특한 향미를 갖은 영양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약리적인 효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약용적 효능까

지 갖고 있는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표고의 자연분포 지역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만, 필리핀, 뉴기니, 네팔 

등이다. 자연산 표고는 자연림 내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나 말라죽은 나무

에 표고의 홑씨(포자)가 붙어서 생장한 것이며, 우리의 선조들은 이점에 착안

하여 원목토막에 도끼자국을 내고 홀씨를 기다리는 원시적인 재배방법에 의

존하였다. 그 후 표고 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원목에 접종하여 재배하는 

현 적인 재배방법으로 발전하여 표고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버섯나무를 이용한 표고원목재배가 크게 확 됨에 따라서 유용한 활엽

수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필요한 때에 량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재배자의 노

령화로 인하여 원목 표고재배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양

송이, 느타리, 맛버섯 등의 재배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노동성의 “균상재배법”
을 표고재배에서도 이용하게 되었다. 

균상재배에 쓰이는 균상재료로는 볏짚, 보릿짚, 퇴비, 폐지 등이 있으나 표

고재배에서는 활엽수 톱밥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톱밥재배”라 

한다. 즉, “표고 톱밥재배”는 “표고 균상재배”의 한 형태이다.
표고 톱밥재배는 원목재배에 비하여 ①활엽수자원을 거의 100% 이용 할 

수 있으며, ②재배기간이 단히 짧아 자금회전이 빠르고, ③재배과정의 많

은 부분이 기계화할 수 있고, ④톱밥재료에 한 버섯 수확량도 2~3배에 달

하여 원목재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의 표

고 시장은 60%가 톱밥재배이며, 중국이나 만에서는 부분 이 재배방법으

로 많은 량의 생표고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부

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구 임업시험장 또는 임업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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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표고 톱밥재배연구에 착수하여 재배 품종의 

개발, 톱밥배지의 다양화, 톱밥재배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자재의 개발과 배

지의 배양 조건 및 발생방법 등을 구명하여 왔다. 또한, 지금도 이의 활성화

와 실용화 보급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과 우량 품종의 개발,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배여건상 앞으로는 많은 재배자 들이 톱밥재배방법에 의한 표고생산 방식

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주요성과와 국내외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표고 톱밥재배의 연혁

우리나라의 표고재배는 1905년부터 시작된 원목재배가 그 주종을 이루어 

왔다. 현 적인 표고 원목재배는 1956년에 표고종균을 순수분리 및 배양하여 

여러 지방에서 시험 재배한 것이 최초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후 표

고의 원목 재배기술은 크게 발전하여 세계 표고시장에서 한국산 표고는 고

급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고톱밥재배는 1970년  후반부터 국가연구기관에서는 농림업부산

물의 활용법개발과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품종 선발시험 과정을 통하여 시

작하게 되었고, 1980년  중반에서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어 배지재료(톱밥의 

종류), 첨가물의 종류, 배양조건, 버섯발생방법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

다. 한편 몇 개소의 민간 종균배양소를 중심으로 표고톱밥재배가 시도된 바 

있으나 성공적인 보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보다 버섯재배기술에서 한발 앞서있는 일본에서는 원목자원의 부족 등 

여건변화로 공립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표고

톱밥재배의 각종 기계화설비도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일본에서는 표고톱밥재배에 상당한 시설을 갖춘 배양업소에서 톱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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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종균을 접종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배양한 후 일반 재배자에게 분양판

매하고, 일반 재배자는 이 배지(균사배양이 완료된 배지)를 구입하여 오직 짧

은 기간 동안 버섯을 발생시켜 수확만하는 일종의 생산 공정 일부를 담당하

는 방법이 성행 하고 있다.
특히 표고톱밥재배는 팽이버섯, 맛버섯 생산과 시기적인 보완 작목으로 재

배하여 왔으나 요즈음은 기존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지역 특화사업으

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연중재배를 위하여 표고재배 전용 파

이프하우스 등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력확보가 용이하며 인건비가 저렴한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시설재배가 아닌 자연기상조건에 맞춘 재배방법으로 톱밥표고를 생산하여 

생표고 및 건표고로 국제시장에 다량 염가로 출하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한 톱밥재배는 원목재배와는 달리 연중 언제나 생산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원목재배로써는 버섯을 발생시킬 수 없는 단경기에 생산 및 출

하를 할 수 있으며, 또 도시근교에서는 생표고 출하를 목표로 하는 유망한 

재배기술이다.

2  표고 톱밥재배 방법

 가. 연중발생 재배

일본의 기업형 전업재배를 목표로 하는 경영형태에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종균의 접종을 위한 무균실, 균사배양을 위한 항온배양실, 버섯을 발생시키

는 항온․항습실 등 상당한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조시설을 이용

한 연중재배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한 표고 톱밥재배는 계

획적인 생산과 출하로 연중 안정된 생산과 소득을 가능하게 한다. 연중재배

에서 표고종균을 접종하여 버섯을 생산하기까지의 기간은 품종 및 배지의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1kg 톱밥배지의 경우 배양기간은 

80~100일에 버섯발생 및 채취회수 3회(90일)로 1  재배기간은 170~1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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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나. 자연발생 재배

표고 톱밥재배 환경요인을 잘 이해하게 되면 농가에서 공조시설을 하지 않

고서도 계절적인 기상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봄과 가을에 자연재배로 버섯

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재, 중국이나 만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는 

방법으로써 시설비를 절감한다는 면에서는 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종균 접종 시기는 야외의 일일 평균기온이 20℃ 정도가 되는 시기로부터 

약 2개월 전으로 표고 균사가 생장할 수 있는 5℃ 이상인 때에 접종한 다음, 
청결한 창고나 실내에서 배양한다. 균사배양이 완료된 톱밥배지는 배지의 봉

지를 모두 벗기거나 버섯 발생부위만 벗겨서 그늘진 야외 또는 간편한 재배

시설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물을 공급(관수 또는 침수)하면서 자연

기온에 맡겨 버섯이 발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종균의 접종에

서 버섯을 수확하기까지의 기간은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kg내외의 배지를 기준으로 배양기간 60~70일, 배지의 갈변처리 10~20일, 그
리고 버섯발생 및 채취(2~3회)에 21~30일로 하였을 때 모두 91~120일이 소요

된다.

3  표고 톱밥재배 시설조건

버섯재배시설은 버섯의 균사나 자실체(버섯)의 생육에 적당한 환경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배과정 중 배양실이나 발생실 등 각 실에서 버섯 균이 

해균의 침해를 받지 않고 양호한 생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외

기를 차단해서 시설 내를 청정한 상태로 하고 공조 설비, 또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버섯의 생리생태에 적합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서는 공조시설을 이용한 연중재배에 필요한 주요 시설별 기본조건에 하여 

살펴보았다. 자연발생 재배(자연재배)에 관한 시설조건에 관하여는 뒤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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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고 톱밥재배의 실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 작업실 

톱밥배지를 혼합하여 용기에 넣고 살균까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넓은 장

소로 물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냉각실

냉각실의 목적은 살균 후 꺼낸 배지를 다음날 접종 할 때까지 무균적으로 

20℃이하에서 냉각하는 곳으로 방의 구조는 바닥, 벽, 천정을 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기 중의 잡균수를 줄이기 위하여 자외선살균등을 설치한

다. 보통 천정, 벽 등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팬 쿨러(fan cooler)등 공기의 흐름

이 적은 타입의 냉방기를 설치하여 강제 냉각을 시킨다. 그러나 저온기에는 

자연방랭을 하여 배지온도를 떨어뜨린다.

 다. 접종실

방의 구조는 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하며 자외선살균등을 설치한다. 접종

실에는 접종기, 작업  등 접종에 필요한 기구류를　비치한다. 전실을 만들

고 작업시 갈아입을 수 있는 청결한 의복, 모자, 마스크를 준비하여 놓는다. 
소규모 재배에서 2일에 1회 정도 작업할 경우에는 냉각실과 접종실을 겸용

하기도 한다.

 라. 배양실의 구조와 시설

공조시설 재배는 연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겨울철에 난방으로 단기

간 배양하고 봄철에 자연온도에서 발생시키는 등 자연재배와 병행하는 경우

도 있다. 연중재배의 경우에는 냉난방을 행하는데 특히 냉방을 위해 단열성

이 높은 배양실이 필요하나 자연재배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난방을 할 수 있

는 정도의 간편한 구조로 한다. 같은 공조배양실이라 하여도 사용목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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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조적으로도 다르다.

  (1) 배양실의 구조

배양실의 구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실내의 공기순환이다. 실내공기의 순

환은 온도조건 등을 균일하게 유지하기위하여 단히 중요하나 그밖에도 톱

밥배지 하나하나의 주변에 공기가 순환함으로써 필터를 통해 배양봉지 내 

외의 공기를 순환, 톱밥배지에서 발산되는 열을 방랭(放冷)하여 배지 내부를 

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등이 큰 목적이다.

  (2) 톱밥배지 배양대의 구조

평평한 배양 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높이는 1.8~2m, 폭은 90㎝, 길이는 1m가 
표준이다. 0.9㎡에 1.2kg톱밥배지 30개, 2.5kg톱밥배지 18개를 진열할 수 있다. 
1.2kg배지는 8단인 배양 의 경우에 240개, 2.5kg톱밥배지는 7단일 경우에 

126개를 진열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통로를 포함하여 배양실 1평당 1,2kg
배지는 약 400개, 2.5kg배지는 약 200개를 배양할 수 있다. 발생 는 높이 

1.2~1.6m, 폭 90㎝, 길이 1m로 4단이 표준이다. 0.9㎡에 1.2kg톱밥배지 25개, 
2.5kg톱밥배지는 15개를 진열 할 수 있다. 1.2kg배지는 4단일 경우에 100개, 
2.5kg톱밥배지는 60개를 진열 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통로를 포함, 발생

실 1평당 1.2kg배지 170개, 2.5kg배지는 약 100개를 전개, 발생시킬 수 있다.

  (3) 공조 설비

공조 설비로 냉방기와 난방기가 필요하다. 공조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

으나 버섯재배 전용 기종을 사용한다. 배양용 냉방기의 조건으로써는 풍량이 

조절되어서 실내공기의 순환과 병행하여 외기를 흡입시킬 수 있는 것이 필

요 하다. 난방기는 바닥 난방시스템이 최적으로써 보통 온수난방기에 의한 

배관을 바닥에 설치한다. 난방기는 냉방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이 좋지만 관

리상 불편함이 있어 분리형으로 한다. 환기팬(fan)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단순히 환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환기시에 실내의 공기가 구석구석까지 

흐르도록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팬(fan)을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배양실

의 하부로 하는데 흡기구는 상부에 둔다. 왜냐하면 실내의 탄산가스는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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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래에 깔려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기가 잘되며, 외
부의 신선한 공기는 먼지 등이 적은 높은 흡기구를 통하여 직접 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의 경우에는 공기 중의 습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매우 

심한 건조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양중의 톱밥배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배지의 보습을 위한 가습기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조명설비

조명은 표고원기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조실은 밀폐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암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밝을 필

요는 없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형광등이면 무난하다. 

 마. 발생실의 구조와 시설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배양실과 같은데 실내의 통풍 및 신선한 공

기가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의 바람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

직하고 항상 신선한 공기가 일정한 시간 에 들어와 교체되도록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냉방기는 외기가 들어오도록 풍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입이 

필요하고 냉방기는 10℃이하까지 냉방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환기 팬

(fan)은 강력한 압력이 있는 유압 환기팬으로 하고, 흡기구는 환기팬이 있는 

반 편 벽면에 설치한다. 난방기는 온수 난방기로서 온수관을 바닥에 설치하

는 것이 좋다. 바닥은 콘크리트나 흙바닥으로 하는데 습도관리에는 흙바닥이 

적당하다. 통로는 콘크리트, 진열  밑은 흙바닥이 좋다. 벽, 천정은 단열구조

로 하고 적절한 자연광이 있는 정도의 구조가 이상적이다. 조명은 톱밥배지 

표면에 100럭스 이상 비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살수나 조명등을 고려하여 

발생용 배지의 전개 선반은 파이프 등으로 조립하여 공간이 충분하도록 설

치한다. 발생실 넓이는 35평 정도의 규모가 관리하기도 쉽고, 재배사 내의 

환경조절에도 용이하다. 재배공정에 따른 기계, 기구, 시설을 다음 <그림 6-1>
에 나타내었다. 



표 고 재 배

192

   <작업실>

  톱밥반입

- 프론트로더 ↴
 배지조제  ↲ ⇨     배지 넣기      ⇨       배지 살균      ⇨  
∘톱밥체        ⇡      ∘배지입봉기     ⇡        ∘고압살균가마   ⇡ 
∘혼합기   체인컨베이어 ∘봉지실링기  롤러컨베이어     (상압)      차

   <냉각실>              <접종실>               <암ㆍ명배양실>

배지냉각    ⇨    종균접종      ⇨     배양     ⇨
∘냉각기      ⇡    ∘반자동접종기       ⇡       ∘냉난방기      ⇡ 
            차   ∘공기청정기        차      ∘환풍기       차

∘쿨러              ∘봉지실링기                  ∘열교환기

                                                ∘공기청정기

   <발생실>                                       <선별ㆍ포장실>

버섯생육       ⇨    수확        ⇨        포장⋅출하

∘냉난방기                            ┊           ∘계량기

∘환풍기                              ┊           ∘포장기

∘열교환기                            ⇣           ∘씰링기

∘가습기                           [폐배지 배출]
                                  ∘컨베이어 + 화물차

<그림 6-1> 표고 톱밥재배 공정별 주요시설 및 기계

아래의 <그림 6-2>에 제시한 표고 톱밥재배 표준시설의 예는 총 건평이  

700㎡(212평)로서 공조시설을 이용한 연중발생 재배의 모델이다. 이 표준시설

의 규모는 2.5kg의 톱밥배지를 연간 60,000개 재배(4회×15,000개)할 수 있는 

것으로 소규모 재배농가의 경우에는 재배규모에 따라 가감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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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표고톱밥재배 표준시설의 예(평면도, 단위 ㎝)

4  표고 톱밥재배 과정

표고 톱밥재배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공조시설을 이용한 연중발생 재배와 

자연기후를 이용하여 간편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자연발생 재배로 구분 되지

만 두 방법 모두가 톱밥배지를 만드는 과정(제1과정)과 배양이 완료된 톱밥

배지에서 버섯의 원기를 형성시킨 다음, 버섯을 발아시키고 이를 생장시키는 

과정(제2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재배의 제1과정은 배지의 재료인 톱밥에 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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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기울 등의 영양제를 첨가한 뒤에 혼합하여, 수분조절, 봉지에 배지 넣

기, 봉지 밀봉(봉지의 열접착 또는 봉지의 마개 씌우기 등), 살균, 냉각, 종균

접종, 배양관리(전기 배양 및 후기 배양) 등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재배의 제2과정(버섯의 발아와 생장)은 제1과정에서 이미 배양이 끝난 톱밥

배지(완숙배지)에서 버섯 눈이 될 원기를 형성시키고 버섯의 발아관리와 버섯

의 생장관리 등의 ‘재배 제1기’ 관리와 버섯 수확 후의 환경 소독, 배지의 휴

면처리 등 제2차 또는 3차 수확을 위한 ‘재배 제2기 관리’로 구분한다.

배양기 원료 ⇨ 혼  합 ⇨ 물 공급 ⇨ 용기 마개

ㆍ톱밥+영양제 ㆍ혼합비 ㆍ수분조절 ㆍ비닐봉지, 병

(63~67%)

⇩
배  양 ⇦ 종균접종 ⇦ 냉  각 ⇦ 살  균

ㆍ항온배양실 ㆍ품종선택 ㆍ자연냉각 ㆍ고압살균

 (23~25℃) (무균실내) ㆍ강제냉각 ㆍ상압살균

ㆍ자연 상태

<그림 6-3> 톱밥배지 배양의 제1과정

제2과정 1기 출하

↗

발아처리 ⇨ 생  장 ⇨ 수  확 ⇨ 폐배지 처리

봉지벗기기 ↘

소  독

↙

생육 ⇦ 재발아처리 ⇦ 휴면처리

⇩
재수확

제2과정 2기

<그림 6-4> 톱밥배지 배양의 제2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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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고 톱밥재배에 적합한 품종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균으로 판매되고 있는 표고 품종은 산림청에 등록된 

품종으로 원목재배용 종균이 11종이 있으며, 톱밥재배용 종균은 산림청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여 1994년에 신품종으로 등록한 산림5호, 산림6호와 

2006년에 신품종으로 등록한 산림10호 등 3종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에서 개발하여 등록한 농기3호 1종을 포함하여 모두 3종이 등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목재배용 품종을 톱밥재배에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

는 것이 보통이다.
톱밥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을 접종원으로 사용하면 버섯의 줄기가 비

정상적으로 굵거나 갓이 얇고, 갓의 중앙부분이 뾰족하게 되며, 혹은 갓의 

주름이 발달하지 않거나, 부정형으로 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톱

밥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단히 중요하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표고 톱밥재배를 실행하고 있는 만에서는 일본에

서 종균을 도입, 만의 기후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량하여 우수한 표고를 생

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고톱밥재배용 품종으로 개발, 등록되어 

있는 품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5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이다. 중고온성으로 다른 품종에 

비하여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자실체 발생온도는 10~20℃이다.

  나. 산림6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이다. 중고온성 품종으로 자실체 

발생온도는 5~20℃이며 발생실 습도는 80~90%가 적당하다.

 다. 산림10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6년에 새로 개발한 신품종이다. 중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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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품종으로 자실체 발생온도는 9~19℃로 발생실 습도는 70~80%가 적당

하다. 

 라. 농기3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여 등록한 것으로 중고온성의 품종

이다. 자실체는 15~25℃에서 발생하며 침수 온도는 15~20℃가 적당하다.

6  표고 톱밥재배의 실제

 가. 연중발생 재배법(공조시설 재배)

   (1) 종균의 준비

종균은 재배자가 직접 배양하는 것보다 종균 전문배양소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자가 소비용 종균은 재배자가 직접 배양

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으나 종균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판매용 종균은 품종 보증과 재배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

부에 등록된 종균에 한하여 증식, 배양한 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마친 종균

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택한 종균을 신용 있는 종균배양소에서 

자체검사가 완료된 종균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입한 종균은 사용(접종)할 때까지 그늘지고 통풍이 좋은 곳에 보관하여

야하며, 종균이 조금이라도 변질된 듯한 의심이 들면 그 종균은 지체 없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고톱밥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자가소비용 종균을 생산할 때에는 배양 과정 

중 계속 관찰하여 잡균(표고 균 이외의 균)에 오염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는 

배양 병은 수시로 폐기하여야 하며 배양이 끝난 종균은 배양 검사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자체검사를 마친 종균은 정부의 검사를 마친 종균과 동일

하므로 불량종균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적어진다.
종균이 구비하여야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미생물학적으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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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야 하며 둘째는 균의 생리학적인 활성이 왕성하여야 한다. 특히 종균

을 구입할 경우, 주의하여 관찰할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투명한 용기

에 들어있는 종균에 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종균 또는 마개안쪽에 이물질(곰팡이)이 붙어있지 않은가?
② 종균의 위 표면에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은가? 이상한 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뚜렷하게 물방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또는 너무 건

조하지 않았는가?
③ 균사가 잘 뻗어서 용기전체에 만연되어 있는가? 균사의 뻗음이 정상적

이 아닌 부분이나 전혀 뻗어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④ 용기 밑바닥에도 균사의 뻗음이 정상적인가? 수침되었거나 탁한 흰 색

의 끈끈한 액체가 붙어있지는 않은가?
⑤ 균사전체가 아주 굳어졌는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확인한다.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종균에 하여는 뚜껑을 열거나 닫을 때에는 위

에서 열거한 사항에 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종균병을 개봉할 때 버

섯냄새 이외에 다른 냄새가 있는지 주의한다.

  (2) 톱밥배지 재료

   (가) 톱밥

톱밥재료로는 보통 표고의 원목재배에 이용되는 수종이 좋으나 외국 수종

중 나왕은 좋지 않다. 적합한 수종을 열거하면 참나무류와 호두나무, 자작나

무, 오리나무, 가시나무류, 메밀잣밤나무류, 서어나무류 등이 좋다.
침엽수톱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간 야외에 퇴적하였다가 활엽수 톱밥과 

혼합사용하면 품종에 따라서 좋은 수확을 기 할 수 있다. 침엽수톱밥 혼합

비율은 20%가 좋으며, 품종에 따라서는 그 이상 혼합하여도 재배는 가능하

나 수확량이 감소한다. 톱밥의 입자크기는 고운 것, 중간크기, 조잡한 것 등

이 혼합된 것이 배지의 통기상 좋다. 톱밥의 저장은 활엽수에서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하며, 침엽수 톱밥은 6~12개월 동안 살수하여 주고, 가끔 뒤집어 



표 고 재 배

198

주면서 숙성시키고 비가 올 때에는 덮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표고 균사

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

도 배양기질(톱밥 등)의 선택성이 있으므로 <표 6-1> 수종에 잘 적응하는 품

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펄프 제조용 칩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인 “파인칩” 톱밥의 표고재배 기능성을 확인 한 결과 <표 6-2> 이를 

40%까지 혼입할 경우, 조구와 등한 생산을 나타내어 톱밥재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1> 톱밥의 종류별 표고발생량

톱밥재료 상수리 미송 낙엽송 자작 활잡+왕겨

종균 A B C B C B B C

배양기간(일) 150 100 108 115 102 134 131 131

발생량(g/배지) 134 92 146 92 74 194 77 139

※ 왕겨: 20% 혼입, 1kg배지 (국립산림과학원  ’90~’91)

<표 6-2> 파인칩 톱밥배지의 표고생산성

톱밥혼입(%)
발생량

(g/1kg배지)

버섯의 품질(㎝)

갓직경 갓두께 줄기길이 줄기직경 개체중(g)

대조구 263.2 5.6 1.7 5.0 1.2 23.5

파인칩 20 221.3 5.6 1.6 5.0 1.2 23.2

파인칩 40* 262.5 5.7 1.7 5.2 1.2 24.9

파인칩 60 121.4 5.5 1.6 5.2 1.2 21.3

파인칩 80 197.1 5.6 1.5 4.8 1.2 22.3

※ 참나무톱밥배지에 파인칩 40% 혼입까지 양호 (국립산림과학원  ’94)

 
일반적으로 활엽수의 톱밥은 침엽수의 톱밥에 비하여 입자가 고우므로 칩

을 체로 거른 가루를 30% 정도 혼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톱밥이 너무 거칠면 쉽게 건조하여 균사의 발육이 불량하여지고 버섯 발생

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입경 2~3㎜ 정도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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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톱밥의 혼입율에 한 생산성을 시험한 결과 <표 6-3> 40% 혼입까

지는 실용화 가능한 수준이고 20% 혼입에서는 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6-3> 참나무톱밥과 침엽수톱밥의 혼합비별 표고 발생량

배지 조성시 톱밥배지의 혼입 비율(%) 발생량(g/배지)

참나무톱밥 80 + 침엽수톱밥  0 + 미강 20 384

참나무톱밥 60 + 침엽수톱밥 20 + 미강 20 330

참나무톱밥 40 + 침엽수톱밥 40 + 미강 20 230

참나무톱밥 20 + 침엽수톱밥 60 + 미강 20 167

참나무톱밥  0 + 침엽수톱밥 80 + 미강 20  82

※ 수  종 : 참나무톱밥은 신갈나무이며, 침엽수톱밥은 낙엽송임.  
발생량 : 톱밥배지 중량은 1kg으로 재배 1 의 생표고의 수확량임.

(국립산림과학원  ’92)

   (나) 영양제

톱밥배지의 영양제로는 주로 쌀겨를 사용하나 그 외에도 밀기울, 옥수수기

울, 옥수수속  가루, 면실피, 면실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영양제의 

효과는 비슷하나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많은 

쌀겨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영양제로써의 쌀겨는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묶은 것, 변질된 것, 습기를 흡수하거나 유지성분이 

흘러나온 것 등은 절 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6-4> 톱밥재배용 영양제의 품종별 표고생산량

혼합비 

품종
품종 1 품종 2 품종 3 품종 4

톱밥 10 : 밀기울 2 270g 240g 50g 70g

톱밥 10 : 쌀겨 2 271g 151g 47g 75g

톱밥 10 : 옥수수기울 2 264g 258g - 127g

※ 배지크기 : 1,500cc병 (日本, 長野縣林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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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지조제

   (가) 재료의 혼합

톱밥과 영양제의 적정 혼합비율은 10:1~10:1.5 정도이며 많이 사용하는 경

우에도 10:2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재료에 따라서는 10:2에서도 양분 과잉으로 

자실체(버섯)형성이 저해되거나 균사의 생장을 느리게 하고, 해균 발생을 촉

진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혼합비에 주의하여야 한다. 톱밥, 밀기

울, 쌀겨, 옥수수기울 등의 배지재료는 건조하여 있는 상태에서 혼합할 때에

는 완전히 혼합한 후에 물을 넣어서 함수율이 60~65% 정도되도록 조절한다.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로 측정하면 되지만 이 기구가 없을 때는 손으로 톱

밥을 한주먹 꼭 짜서 손가락 사이로 물방울이 비칠 때가 적정 함수율로 

략 60% 내외가 된다. 배지의 함수율은 균사의 생장과 자실체발생에 큰 영향

을 준다. 이와 같은 톱밥배지 속에서 표고균사가 톱밥 중에 함유된 셀룰로오

스를 분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림 6-5> 톱밥배지 혼합기

이를 보완하여 주기위하여 톱밥과 쌀겨(또는 밀기울 등의 영양제) 등으로 

조제된 배지에다가 중량 비율로 탄산칼슘 0.6%, 질산칼리 0.4%, 설탕 3.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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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소량 첨가하면 생육이 크게 촉진된다.
이상과 같이 조제된 톱밥배지는 특이한 성분의 첨가가 없는 한 pH는 5.5~6.0 

정도로 된다. 몇 가지 수종의 톱밥을 사용하여 조제한 톱밥배지의 pH 변화는 

다음의 <표 6-5~7>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조제가 완료된 톱밥배지는 병 또는 내열성 비닐봉지에 필요한 양을 넣어 지

체 없이 살균한다. 배지를 조제한 후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기온이 높은 여름

철에는 곧 부패하여 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표 6-5> 수종별 톱밥배지의 pH변화

구   분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미송

살균 전 4.8 4.3 4.5 4.9 5.3

살균 후 4.5 4.1 4.0 4.3 4.5

(국립산림과학원  ’92)
<표 6-6> 미강 20% 혼합배지의 pH변화

구   분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미송

살균 전 5.9 5.7 5.8 5.9 6.1

살균 후 5.1 5.0 5.2 5.2 5.4

(국립산림과학원  ’92)
<표 6-7> 미강과 미량원소 혼합배지의 pH변화

구   분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미송

살균 전 5.9 6.0 6.2 6.0 6.0

살균 후 5.6 5.9 6.2 5.8 5.7

※ 혼합비율 : 미강20%, 탄산칼슘0.6%, 질산칼리0.4%, 설탕3%
(국립산림과학원  ’92)

   (나) 배지 넣기

   ① 용기

표고 톱밥배지의 배양에 쓰이는 용기는 봉지나 병 등이 있으나 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은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내열성이 강한 봉지이다. 봉지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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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라서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통기구멍이 크고, 수가 많은 것이 좋다. 
한 실험 예에 따르면 통기구멍이 없는 봉지에서 배양한 배지의 버섯발생량

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 크기의 통기구멍이 있는 것은 148로써 약 1.5배
가 더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림 6-6>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비닐봉지

일반적으로 봉지재배인 경우 봉지 1개당 배지의 양은 1.2~2.5kg으로, 배지

형태는 원통형과 불록형(사각형)의 2가지가 있다. 원통형은 직경 12~15㎝, 높
이 20~30㎝ 정도의 봉지선단에 마개를 하기위하여 길이 5㎝ 정도의 파이프

필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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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묶어서 솜마개를 하거나 또는 내열성 플라스틱 마개에 특수 종이필터를 

삽입하여 밀봉하기도 한다. 봉지 옆에 통기필터를 붙여 놓은 것도 있는데, 
주로 불록형 배지를 넣는 봉지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봉지의 양 옆에 

통기필터를 부착한 톱밥재배 전용 봉지를 1990년 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여 일반 재배농가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그 봉지의 규격은 앞에서 

나타낸 <그림 6-6>과 같다. 
또한, 배지를 병에 넣어 배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 그 로는, 균사생장

기에는 상관없으나 버섯 발생시에는 불편하므로 병을 깨트려 제거하여야 한

다. 병의 크기는 용적이 800~1,500cc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균사배양이 완료

되었을 때 병을 제거하는 불편 때문에 표고톱밥재배에서는 종균생산용 이외

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지 넣기(배지의 입봉 또는 입병)
배합이 완료된 배지를 소요량만큼 넣고 가볍게 다진 다음에 직경 1.0~1.5㎝

의 봉을 사용하여 배지윗면의 면적에 따라 1~6개의 접종구멍을 만들어 준다. 
실례를 들면, 2~2.5kg의 불록형 톱밥배지의 경우에는 배지의 윗면에 5~6개

의 접종구멍을 만들어 주어서 배지 내에 종균투입이 용이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배양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 톱밥을 넣을 때 너무 허술하

게 넣으면 배지의 양이 적어서 버섯 수확량이 떨어지고, 또 너무 단단하게 

다져 주면 균사의 생장이 늦어지므로 접종구멍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알맞

게 다져준다. 원통형은 통기공입구를 솜 또는 플라스틱마개로 막아 준다. 사

각형(불록형)은 측면에 공기필터가 붙어 있으므로 봉지를 접어서 호치키스로 

찝어주던가 고무밴드로 묶거나 열 접착하여 해균의 침입을 방지하여 준다.
톱밥재배는 배양기간이 길고, 특히 버섯이 형성될 즈음에는 매우 많은 양

의 공기가 필요하게 되므로 마개의 공기투과성은 버섯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다.
톱밥배지를 봉지 또는 병에 넣고, 마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다. 표고 톱밥재배에는 부분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지를 비닐봉

지에 손쉽게 넣어 줄 수 있는 배지 입봉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표 고 재 배

204

도 1990년 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kg의 불록형 톱밥배지를 넣어 줄 수 있

는 배지 입봉기가 개발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업형 표고 톱밥재배업

소에서 원통형 및 불록형 배지를 넣어주는 배지 입봉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병 재배용 입병기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표고 톱밥재배의 특징은 재배과정의 부분이 기계화할 수 있으므로 균질

한 배지를 연중 량생산할 수 있으며 배지의 경량화로 취급이 용이한 장점

이 있다. 표고 톱밥재배 공정을 요약해 보면 배지의 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혼합한 후에 이를 재배용기에 넣고 밀봉하여 살균하고 냉각시켜서 종균을 

접종한 다음, 충분히 배양하여 버섯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톱밥재배는 그 재배 유형이 시설중심인 연중재배이든, 자연환경을 최

로 이용한 자연재배이든 간에 배지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에서 배지의 혼

합과 배지의 충전(배지 넣기), 그리고 충전된 배지의 살균과정을 반드시 실행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력화 할 수 있다면 생산비 절감에 크

게 기여할 수가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최근에 톱밥배지의 충전과 톱밥배지의 살균 과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단축하여 배지를 살균함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배지 충

전기를 개발하였는데<그림 6-7>, 하루에 800~960개의 봉형배지의 제조가 가

능하며 균사배양 효과도 <그림 6-8>과 같이 양호하였다. 

  

<그림 6-7>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톱밥배지 입봉기

              ※ 좌 : 불록형 배지, 혼합기에서 배지를 자동 이송후 입봉함.

우 : 봉형 배지, 입봉과 살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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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직후의 봉형 배지 표고 균이 배양중인 봉형 배지

<그림 6-8> 개발한 생력화 시스템(배지살균ㆍ입봉기)

  (3) 톱밥배지 크기

표고 톱밥배지의 크기가 버섯발생량 및 버섯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의 <표 6-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버섯 발생량은 배지크기에 

비례하여 증가되었으나 발생된 생표고의 품질은 2kg톱밥배지 이상에서 체

적으로 양호하게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의 생력화나 버섯의 생산량과 버섯의 

품질을 고려하여 볼 때, 2kg 정도의 톱밥배지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이 결과는 3개월 정도의 단기수확 결과이므로 자연재배의 경우처럼 수

확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는 형 배지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8> 톱밥배지 크기에 따른 버섯 생산량 및 품질

배지크기
발생량

(g)

갓직경

(㎝)

갓두께

(㎝)

줄기길이

(㎝)

줄기직경

(㎝)

개체중

(g)

1kg배지 266(100) 5.3 1.8 4.2 0.9 15.9

 2kg배지* 563(211) 5.8 2.0 4.7 1.1 21.7

3kg배지 781(293) 5.6 2.1 4.3 1.0 20.0

※ 공시균주는 산림5호, 배지는 불록형, 버섯의 수확기간은 95일임.
    (국립산림과학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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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지의 살균 및 냉각

살균의 목적은 배지 내에 섞여 있는 잡균을 모두 제거하고 배지내에 있는 

성분을 표고 균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배지의 물리성을 연화

시켜 표고 균의 균사가 잘 자라도록 하는데 있으며, 표고의 전 재배과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살균방법은 증기, 건열, 약제 살균방법 등이 있으나 표고는 증기살균 방법

으로 살균한다. 증기살균방법 중에도 살균가마 내부 압력을 기압과 같은 

상압 아래에서 98~100℃로 살균하는 상압살균법과 살균가마를 완전히 밀폐

하여 살균내부의 압력을 1.0~1.2kg/㎤로 하여 118~121℃의 고온에서 살균하는 

고압 또는 가압살균방법이 있으며, 실용적으로는 상압살균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있으나 규모 재배시설에서는 살균 안전성이 높은 고압살균법이 효과적

이다.

   (가) 상압살균

상압살균은 박테리아 등 해로운 미생물이 쉽게 죽지 않으므로 장시간 살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료비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결점이 있으나 톱밥, 쌀

겨, 기타 첨가물 등의 연화상태가 좋아 균사생장이 양호한 이점이 있다.
살균순서는 먼저 톱밥배지가 들어 있는 봉지 또는 병을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의 내열성상자에 담는다. 이 상자를 살균가마 내에 넣은 후 문을 닫는다. 
살균가마의 용적이 8~9㎥이면 살균가마 내부가 98~100℃에 도달하는데 약 

150분 내외가 걸린다. 그리고 배지내부의 온도가 98℃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60~80분이 소요된다. 원통형으로 직경이 12㎝(약1.2kg), 접종구멍 1개(직경 

22㎜)인 경우에는 60분이면 배지전체가 고르게 98℃에 도달한다. 살균시간은 

이때부터 즉, 배지전체가 고루 98~100℃에 도달한 후로부터 4시간 30분이면 

완료된다. 즉 증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살균완료까지는 8시간 내지 8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총 살균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면 배지 소성에 변화가 생

긴다. 다음의 <표 6-9>에 상압살균시간에 따른 톱밥배지의 산도(pH)변화와 

균사 생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살균 전 배지의 산도 6.68에서 8시간 살균 

후에 산도 6.10의 약산성으로 떨어졌고 균사 생장량은 살균시간이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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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양호하였다. 상압살균 온도별로 살균가마 내부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

는 시간과 배지의 내부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음 <표 6-10>과 

같다.

<표 6-9> 상압살균가마를 이용한 살균시간과 배지의 소성 변화

시간 살균 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배지의 pH 6.68 6.29 6.17 6.15 6.10

균사 생장량(㎜) - 65 74 85 92

<표 6-10> 상압살균가마의 내부온도별 살균 소요시간

구분/ 온도(℃) 100 99 98 97 96 95

살균시간 A(배지내의 온도) 3:00 3:30 4:00 4:45 5:30 6:30

살균시간 B(가마내의 온도) 4:20 4:50 5:20 6:00 6:50 7:50

점화부터 살균까지의 시간 6:20 6:50 7:20 8:00 8:50 9:50

배지를 살균할 때 배지를 담은 봉지를 가마 내에 무리하게 많은 량을 넣어 

서로 밀착되는 과밀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봉지배지나 병배지가 밀착되지 않

고 실내 공기의 흐름이 원만하도록 10㎝ 내외의 간격으로 띄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박테리아는 포자상태인 때에는 열에 한 저항성이 강하지만 균사나 

발아한 포자는 저항성이 약한 점을 이용하여 상압살균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완전한 살균을 하는 간헐살균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살균을 약 2시간 30분 실행한 후 하루를 걸러서 두 번

째 살균을 실행하고, 다시 하루를 걸러서 세 번째 살균을 실행하면 거의 완

벽한 살균을 할 수 있다. 

   (나) 고압살균

고압살균은 살균시간이 단축되어 연료비가 절감되고, 박테리아 등 상압에

서 잘 죽지 않는 해균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규모 재배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배지를 살균가마 내에 넣고 문을 단단



표 고 재 배

208

히 잠근 후 증기를 서서히 넣어주어 살균가마 내의 압력이 0.7kg/㎤ 정도 되

었을 때 배기밸브를 열어 살균가마와 배지내의 공기를 제거하고 배기밸브를 

닫고, 서서히 압력을 높여서 압력을 1.0~1.2kg/㎤ 되게 하면 온도는 121℃에 

달하게 된다. 이때부터 60~90분간 살균한다.

  

<그림 6-9> 상압살균가마(좌) 및 고압살균가마(우)

살균 중에는 계속 살균가마내의 압력이 올라가므로 가끔 배기밸브를 열어 

압력이 1.2kg/㎤을 유지하도록 한다. 살균이 끝난 후에는 살균가마내의 압력

을 서서히 떨어뜨려서 압력계의 바늘이 0을 가리킬 때 문을 열어야 한다.
고압살균과 상압살균의 연료소비를 비교하면 <표 6-11>과 같이 고압살균이 

연료 절약 면에서 보면 상압살균보다 약 1배 정도 높은 큰 이점을 갖고 있다.

<표 6-11> 살균방법별 연료소비, 증기발생량과 배지수분의 변화

살균방법 가열시간 온도 증기발생량 연료소비량 살균후 수분

고압살균 3.4시간 120℃ 125㎘ 30.8ℓ -11.9g

상압살균 6.4시간 98℃ 637㎘ 66.8ℓ +10.7g

또한, 상압살균에서는 살균시간이 오래일수록 <표 6-12>와 같이 배양기(톱
밥배지)의 물리적인 성질이 매우 양호하게 변화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상압살균의 경우에는 고압살균에 비하여 연료비가 크게 절약되는 이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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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살균시간의 경과에 따른 균사 배양성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장시간의 

표준 살균시간(7~9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다. 

<표 6-12> 상압살균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배지의 소성 변화

구 분 살균 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배지의 pH 6.68 6.29 6.17 6.15 6.10

균사생장량(㎜) - 65 74 85 92

   (다) 배지의 냉각

살균이 끝난 배지는 뜨거울 때(배지온도 85℃) 꺼내어 냉각시킨다. 이는 배

지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고 봉지내로 들어가는 공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봉지배양인 경우에는 병 배양인 때보다 해균의 침입

이 많으므로 빨리 이동시킨다. 또 냉각실의 창문을 열어 외부공기에 의하여 

배지온도가 45℃가 될 때까지 자연히 냉각시킨다. 작업진행상 시간을 단축하

고자 할 때에는 배지내부의 온도가 45℃ 전후가 될 때까지 냉동기로 강제냉

각을 하기도 한다. 접종하기 적합한 배지의 온도는 18℃ 내외이므로 접종실

에 옮겨서 접종을 한다.

  (5) 종균 접종

   (가) 접종실의 구비조건

접종실은 될 수 있는 로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접종실의 규모는 접종작업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만든다. 접종실 입구는 

준비실을 두어 출입시에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천정에는 자외선 살균등을 설치하여 접종하지 않을 때에는 늘 살균등을 켜

놓도록 한다. 또 접종하기직전에 접종 , 천정, 벽 등에 우스판 100배액이나 

다이젠 300배액 또는 벤레이트 1,000배액 등 살균제를 살포하여 살균을 완전

히 한다.
톱밥배지 등을 접종실 내외로 입 출시킬 때는 배지조제실과 접종실 양쪽에 

문이 달린 살균가마를 설치하면 외부공기의 혼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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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에서는 완전히 소독된 위생복을 착용함은 물론 실험도구도 완전히 소독

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통하여 외부의 해균이 접종실내로 침입하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종방법

종균 접종을 위한 접종기가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

으나 표고톱밥배지용 접종기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병재배용 

접종기를 그 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접종은 표고톱밥재배에서 가장 중

요한 과정의 하나이며 일반적인 무균작업에 준하여 실행한다. 2인 1조로 접

종작업시에는 한사람은 알코올램프의 불꽃위에서 톱밥배지봉지 통기공마개

를 빼고, 다른 사람은 살균된 접종 숟갈로 종균 병에서 종균을 떼어 톱밥배

지봉지 속에 넣는다. 접종할 종균의 양은 톱밥배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약 

10g 정도의 종균을 배지표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접종한다. 접종할 때의 실

내온도는 18℃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림 6-10> 반자동 종균접종기(좌), 접종실에서 접종하는 모습(우)

  (6) 배양

   (가) 배양전기

   1) 배양실의 설비

톱밥봉지재배는 공기조화시설을 이용한 연중재배가 많으며, 배양실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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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5℃에서부터 25℃까지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균사배양에 필요

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 난방기 및 가습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균사생육에 따라서 발생하는 배양 실내의 탄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환풍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을 이용한 표고톱밥재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 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배양실내에 선반을 설치, 많은 양의 배지봉지 또는 배양병을 넣

을 수 있도록 한다.

   2) 배양실의 소요면적

배양실내에 얼마나 많은 량의 톱밥배지를 넣을 수 있는가는 그 구조에 따

라서 차이가 있으나 1~1.2kg의 톱밥배지 점유면적은 밑바닥 직경이 약 12㎝, 
높이 30㎝이면 충분하므로 1.8m × 5㎝인 선반에 60개의 배지를 넣을 수 있다. 

따라서 천정높이가 3m인 배양실이라면 8~9층의 선반을 90㎝통로 양편에 

설치할 수 있다. 보통 바닥면적의 50%를 작업공간으로 하면 배양실 1평(3.3㎥)
에 960~1,080개의 배지를 넣을 수 있다.

2.5kg배지는 평면적 1평당 72개를 8~9층으로 넣으면 576~648개를 넣을 수 

있다. 흔히 천장 높이에서 70~80㎝는 작업편의상 배지를 넣지 않는다.

  

PE 닥트 PVC 닥트

<그림 6-11> 일본 배양실의 급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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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양조건

    가) 온도

표고 균이 자라는 온도범위는 품종에 관계없이 5~32℃이지만 특히 22~26℃
에서 생장이 좋다. 일반적으로 목재부후균을 균사의 생장온도에 따라 저온성

균, 중온성균, 고온성 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고균사는 35℃에서 3일 이

상 배양한 후 생장에 적합한 25℃에 옮기면 생장은 극히 불량하게 된다. 또 

40℃ 이상에서는 수 시간 내에 죽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표고톱밥배양도 22~ 
26℃ 범위에서 배양하여야 하지만 배양 중에 있는 배양봉지내의 온도는 균사

의 호흡열(톱밥을 분해할 때 생김)로 배양실내의 온도보다 2~3℃ 높아지게 

되므로 배양실 온도는 20℃ 내외가 되도록 유지하고 후기에는 20~23℃로 관

리하면 접종 후 50~60일 만에 균사가 완전히 자라게 된다.

    나) 습도

봉지재배의 경우 배지내의 습도를 60~80%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한 

건조와 과습은 피하여야 한다. 가습할 때에는 연무형가습기가 좋다. 그러나 

공기조화시설로 60~80%의 습도를 유지토록 시설된 배양실에서는 별도로 가

습할 필요가 없다.

    다) 환기 

내열성 비닐봉지나 병을 이용한 톱밥배지 배양에서는 균사 생장기에 호흡

열외에 상당한 탄산가스가 배양봉지 또는 병속에 생기게 된다. 팽이버섯 등

에서는 배양병속의 탄산가스농도가 18~20% 전후에서도 자실체(버섯)의 형성

이나 발생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표고에서는 탄산가스의 농도가 10%
이하에서 버섯의 원기형성과 자실체가 충분히 발생하므로 배지속의 탄산가

스를 강제로 배출시키기 위한 배양실내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빛  

빛은 배양 전기 중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작업 또는 배양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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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배지 뒤집기

배양전기 30~40일 사이에 1회 정도는 뒤집어놓기를 하여야 하며 선반 상단

과 하단, 그리고 선반속의 배지를 겉으로 위치를 바꾸어 배지내의 탄산가스

농도를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또 배지와 배지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띄어 배

지내부에 균사가 균일하게 생장하도록 한다.

    (나) 배양후기

표고균사가 자라서 톱밥배지에 만연하게 되면 배지의 표면이 갈색~흑갈색

의 피막으로 덮이게 된다. 1kg 소형배지의 경우, 약 60일간의 배양전기(암배

양)가 끝나는 시기부터 약 50~150룩스의 빛이 있는 밝은 곳에서 약 30일간 

배양하면 버섯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완숙배지 <표 6-13>가 되는데, 이 때 

톱밥배지의 표면에 갈색 피막이 형성된다. 
배지에 이 피막이 형성되면 이제까지 비닐봉지나 병으로 보호되던 표고균

이 만연된 톱밥배지는 외부공기와 접촉시켜도 다른 균에 잘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지내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
시 말하자면, 표고 원목재배의 경우에 버섯나무의 수피와 같은 보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표 6-13> 표고 톱밥배지의 명배양기간별 버섯 발생량 및 품질

명배양기간
생표고 발생량(g/kg배지) 생표고 개체중량(g/개)

A품종 B품종 C품종 A품종 B품종 C품종

15일 70 58 90 30 22 26

30일 102 107 129 29 21 26

45일 68 44 58 23 22 16

60일 - 57 69 - 31 18

※ 상수리나무톱밥배지, 암배양 : 54~60일 (국립산림과학원  ’92)

   1) 원기의 형성

후기 배양이 완료될 즈음에 표고균사가 충분히 성숙한 부분에서부터 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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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버섯)의 원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배양실 환경조건을 주요 인자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온도 

자실체의 원기형성온도는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5℃에서 25℃ 
범위이고, 부분의 품종은 20℃ 내외가 적온이다.

1,860℃ 20℃ 93일

2,100℃ 20℃ 45일, 25℃ 48일

2,025℃ 20℃ 60일, 25℃ 33일

2,010℃
20℃ 30일, 25℃ 30일, 

20℃ 33일

적산온도 온도와 일수 0 50 100%

<그림 6-12> 동일 배양기간 중 적산온도와 수확량 비율

동일한 배양시 기간 중의 여러 단계 온도변화처리는 적산온도가 다르며 표

고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실체원기가 잘 발생하는 온도는 20℃에서 93일
간, 즉 적산온도로 1,86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본 나가노현 임업시험장에

서 조사된 배양적산온도와 표고 수확량과의 관계에 한 연구 자료를 앞의 

<그림 6-12>에 제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 빛 

자실체(버섯)의 원기형성에는 빛이 절 로 필요하다. 배양후기 중에 필요한 

광량은 250~350룩스 정도면 충분하다.

    다) 환기

탄산가스 농도가 10% 이하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한다. 봉지재배에

서 가끔 갈색의 피막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에는 배양 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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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를 관리할 때에 배양봉지의 마개를 잠깐 동안 열어서 통기를 시켜줌으

로써 톱밥배지의 피막형성을 촉진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6-13> 봉지 내에서 배양이 완료된 톱밥배지

   2) 침수처리

숙성이 끝난 톱밥배지는 발생실로 옮기기 전에 봉지의 윗부분을 제거하고 

반드시 침수처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 침수처리의 목적은 첫째, 톱밥배지에

서 표고 균이 생장하고 숙성하기까지 많은 수분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배지

수분을 보충하여 주고, 둘째로는 배지를 침수하여 줌으로써 낮은 온도에서 

균사에 자극을 주어 버섯이 될 원기나 자실체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완숙한 톱밥배지를 침수할 때에는 5~15℃ 정도의 찬물에 담근다. 

완숙배지의 침수시간은 보통 2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침수할 때에 완숙한 

톱밥배지는 물에 떠오르므로 이를 무거운 돌로 눌러 놓는 것이 좋다.

   (다) 배양기간

배양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품종에서는 배양기간에 따라 

발생량과 품질에 차이가 크다. 大賀 등(1992)의 연구결과를 보면 배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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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일 사이에 85일간 배양하였을 때 발생량이 제일 많았고 버섯 개체 수

는 배양기간이 길수록 많았으나 버섯의 무게는 85일 배양에서 제일 무거웠

다. 같은 톱밥배지에서 3회까지 발생시킨 수확량의 합계는 85일 배양이 제일 

많았으나 1회 발생량은 배양기간이 길수록 많으며, 2회 발생은 75일 배양에

서 최고이며 배양기간이 길수록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3회 발생은 합

계수량과 같은 경향으로 85일 배양에서 버섯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7) 버섯발생

   (가) 발생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표고 톱밥재배용 배양실은 파이프하우스가 많으며 

그중에는 공기조화시설은 완벽하게 갖춘 곳도 있다. 표고 재배중 어떤 과정

도 실내의 고온다습과 탄산가스의 고농도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생실도 

이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파이프하우스로 발생실을 만들 

경우, 2중 또는 3중 터널로 중간공기층을 만들어 온도, 습도, 환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건설비를 고려하면 파이프하우스 방식이 좋으나 

눈이 많이 오거나, 무더운 지방에서는 이 시설로는 불충분하다. 최근 유럽에

서 많이 이용되는 자연동굴, 광산의 폐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어진 방공호, 간이 움을 이

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업형 표고 톱밥재배시설은 연중 안

정된 생산을 하므로 안정성이 높은 공조시설을 이용한 재배가 일반화 될 것 

같다.

   (나) 발생실 소요면적

표고 발생실 소요면적은 배양실에 비하여 톱밥배지 당 점유면적을 많이 차

지하게 된다. 1~1.2kg의 톱밥배지의 밑바닥 직경은 10~12㎝이므로 배지측면

으로 갓의 직경이 10㎝되는 자실체가 발생한다면 완숙한 톱밥배지를 배열할 

때 각 톱밥배지 둘레에 10㎝의 여유를 두고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1개의 

톱밥배지가 점하는 면적의 직경은 30~32㎝가 된다. 따라서 60×180㎝되는 선

반에 배열할 수 있는 톱밥배지 수는 12개로 평면적 1평에 24개, 선반을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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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을 때 190개 내외의 배지를 수납할 수 있다.
2.5kg의 톱밥배지는 밑바닥 직경이 15㎝ 정도이므로 1평의 발생실에 넣을 

수 있는 배지의 수는 크게 제한된다.

   (다) 발생실 환경

침수처리가 끝난 톱밥배지는 발생실 선반에 바로 올려놓던가, 일정한 크기

의 용기(보통 컨테이너라고 함)에 담아 선반에 배열한다. 여기에서 발생실 관

리상 중요한 온도, 습도, 빛 등에 하여 설명한다.

   1) 온도 
발생실 온도는 일반적으로 15±3℃정도로 낮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발

생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갓과 줄기의 생장이 매우 느리고, 고온인 경우에는 

반 로 버섯의 생육이 아주 빨라진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잡균에 오

염될 염려가 많다. 톱밥 재배한 표고는 원목재배 표고에 비하여 함수율이 높

고, 육질이 물러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보통 12~15℃를 표

준 적정온도로 하여 발생시키면 저장성이 좋은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

   2) 습도 

발아할 때의 습도는 90%내외가 되도록 한다. 버섯발생실로 옮긴 톱밥배지

에 곧 살수하여 발아할 때에 건조로 인한 기형버섯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다. 그리고 실내습도를 유지하고, 발아 후 눈이 트기시작 하면 가습 또는 살

수를 하지 않아야 갓이 밝은 갈색, 즉 표고버섯 고유의 색을 띄게 된다. 습

기가 너무 많으면 저급품의 흑갈색 표고가 발생하게 된다.

   3) 빛 

표고의 균사 생리상 배지를 배양하는 기간에 암흑상태에서 배양 할 경우에

는 발생시기에 아무리 빛을 주어도 버섯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배양기간 중에 배지에 적당한 양의 빛을 공급해 주는 “명배양” 과정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완숙된 배지를 발생실에 옮긴 다음에는 버섯의 

발아시기부터 버섯의 생장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150~350 룩스 정도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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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줄기가 너무 길어

지거나 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물표고가 되기 쉬우며 기형버섯의 발생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버섯이 생장할 때에 발생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버섯 

갓의 색깔이 담갈색으로 되어 저급품의 버섯이 생산되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버섯 발생시기에 있어서의 빛의 밝기에 따른 발생 버섯의 

품질 시험결과는 <표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상

태에서 배양한 배지에서는 기형의 백색 버섯만이 발생하였고 적정량의 빛을 

공급한 조건에서 배양된 배지에서는 정상적인 버섯을 생산 할 수가 있었다. 

<표 6-14> 버섯발생사내에서의 광량에 따른 버섯의 품질

광도

(룩스)

발생량

(g)

발생된 버섯의 품질
비고

갓직경 갓두께 줄기길이 줄기직경 개체중

0 176 5.1㎝ 1.7㎝ 7.2㎝ 0.9㎝ 16.4g 기형, 백색

150 142 5.3㎝ 1.9㎝ 4.3㎝ 0.9㎝ 13.9g 정상

450 139 5.9㎝ 1.9㎝ 4.1㎝ 1.0㎝ 17.5g 정상

※ 1kg 톱밥배지. (국립산림과학원  ’95)

   (라) 버섯이 발아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환경조건이 적합하면 원기(버섯이 될 균사덩어리)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크기가 작은 자실체가 형성되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

에 눈 긁기를 하여준다. 눈 긁기는 1.2kg 배지에서는 10~12개, 2.5kg 배지에

서는 20~25개를 남겨서 버섯의 모양과 무게를 좋게 한다. 또 톱밥배지의 밑

바닥이나 옆면에서도 버섯이 발생할 때에는 톱밥배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버

섯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한편 발아수가 적은 때에는 톱밥배지 

속에 영양원의 함량이나 배양일수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

다. 톱밥배지간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웃한 배지 표면에 버섯이 밀착되어 

기형이 되므로 10㎝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발생실 관리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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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차 수확후의 톱밥배지 관리

제1차 수확은 톱밥배지에 원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버섯발생 처리 후 10~20일
이면 최고에 달한다. 동일 배지에서 2차 수확을 얻기 위하여서는 수확 후 배

지의 휴양을 필요로 한다. 표고의 원목재배에서는 발생기간의 구분이 뚜렷하

지만 톱밥배지에서는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톱밥배지에서는 배양기간 중

에 형성되어 있던 원기 중에서 발생이 빠른 것은 1차 발생처리로 수확할 수 

있으나, 늦은 것은 제2차, 또는 3차 발생처리에서 수확하게 된다. 아래에 제2차 

및 3차 수확을 기  할 수 있는 처리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그림 6-14> 연중재배로 플라스틱 통에 배양한 톱밥배지의 버섯 발생

   (가) 휴양 후 침수처리법

제 2차 및 3차 버섯 수확은 톱밥배지 내의 충분한 영양과 수분 등이 뒷받

침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확을 기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실용화 되고 있

는 방법은 1차 수확한 톱밥배지를 일정기간(10일~15일)동안 20℃에서 건조상

태로 휴양을 시킨 다음, 24시간 내외로 냉수에 침수 처리한 후에 <표 6-15> 
다시 2차 발생을 시키는데, 가벼운 경량배지로 조기에 수확할 것을 목표로 

할 때에는 1차 발생처리부터 침수조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배여건상 정

기적으로 배지를 휴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처리한 배지에서의 버섯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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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배지를 침수하여 버섯 발생을 유도

하기도 한다. 2차 발생처리의 발생실 환경조건은 1차 버섯 발생처리 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조절한다. 이후, 제 3차 발생처리 방법은 2차 발생처리 방법

에 준한다.

<표 6-15> 상수리나무 톱밥배지의 침수시간별 생표고 발생량

침수시간

(hr.)

수확기간(일) 수확량 (g/kg배지)

A품종 B품종 평균 A품종 B품종 평균

4 30 40 35 75 149 112

8 28 31 30 92 136 114

16 37 39 38 59 136 98

24* 23 30 27 134 126 130

※ 암배양기간 : 60~68일. (국립산림과학원  ’92)

   (나) 연속 발생법(무 휴양 발생법)

제 1차 버섯발생에 이어서 충분한 살수와 가습처리로 톱밥배지를 건조시키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버섯을 발생시켜 수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톱

밥배지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서 1~1.2kg의 톱밥배지에서는 이 방법도 좋

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큰 톱밥배지에서는 1차 수확과 2차 수확을 위한 

버섯발생기간의 경계가 뚜렷한 감이 있으므로 연속발생 방법으로는 버섯의 

발생량이 낮아진다.
이상 2가지 방법 중 휴양침수법으로는 좋은 품질의 버섯을 수확 할 수 있

으나 휴양과 침수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배지의 건조기간 중 

해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한편 연속발생 방법은 배지가 항상 살수 및 가

습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품질이 불량하여지기 쉽다.
어떻든 자실체의 형성 온도 15±3℃, 습도 60%와 광도 150룩스 되는 환경

에서 발아, 생장하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조합하는 숙련된 기술이 안정

적인 다수확을 보장하는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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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버섯의 수확

자실체(버섯)의 수확은 톱밥배지에서 버섯이 돋은 후 갓 뒷면에 있는 막이 

갈라지기 직전에 채취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갓이 완전히 핀 것을 100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약 60~65% 정도 피었을 때를 채취시기로 한다.

<표 6-16> 수확기간별 생표고 발생량
(단위 : g/kg톱밥배지)

배지조성/ 수확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30일

참나무톱밥 80%+ 미강 20%

+ 첨가물

176.2 306.7 358.9 382.0 384.0

(45.9) (79.9) (93.5) (99.5) (100.0)

참나무톱밥 60%+ 낙엽송톱밥

20% + 미강 20% + 첨가물

184.6 284.6 300.2 328.5 330.0

(55.9) (86.2) (90.9) (99.5) (100.0)

※ (   )는 버섯수확 완료기간(130일)을 100으로 비교한 수확량 지수.
(국립산림과학원  ’94)

<표 6-17> 표고톱밥재배 농가실연시험(포천, 양주)

품종별
버섯 발생량 발생된 버섯의 품질

수량(g) 비율(%) 갓직경 갓두께 줄기길이 줄기직경 개체중

산림5호 325 137 5.6㎝ 1.4㎝ 4.3㎝ 0.9㎝ 21.1g

산림6호 286 120 4.7㎝ 1.3㎝ 3.8㎝ 0.9㎝ 13.1g

대   조 238 100 4.2㎝ 1.3㎝ 2.9㎝ 0.9㎝ 8.9g

※ 산림5호, 산림6호는 조품종보다 생산성이 높음. (국립산림과학원  '94)

자실체(버섯)은 배지와 밀착성이 강하므로 무리하게 떼어 내면 배지에 상

처를 내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해균의 침입문호가 된다. 따라서 수확할 

때에는 예리한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하여 톱밥배지에 바싹 붙여서 버섯자

루의 끝을 잘라내어 톱밥배지에 붙어 있는 버섯부분이 적도록 하여 해균의 

침입을 예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톱밥재배한 표고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아 표준규

격은 없으나 일본 나가노 현의 표준 규격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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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등급 : (1) 갓이 7할 이내로 핀 것.

(2) 갓 뒷면의 피막이 조금 찢어진 것

(3) 표고특유의 색깔을 띠고, 선명하며 모양이 좋은 것. 

(4) 갓이 두껍고 수분이 적은 것.

(5) 오염, 병해충, 기타 손상이 없는 것. 

 ⊙ B등급 : A등급 이외의 것. 

시장가격은 위의 규격 외에 갓이 7할 정도 핀 것이 상품, 그 이상 핀 것을 

중품으로 취급하며, 그 이외의 것은 하품 또는 등외로 취급하여 차이가 있다. 
톱밥배양에 의한 생산량은 사례가 적어 신빙성은 낮으나 한 개의 균상에서 

3번을 채취하였을 때 배지무게의 3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확과 
함께 좋은 품질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표고 톱밥재

배의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 

  

선별작업 최상품의 버섯

<그림 6-15> 우리나라의 톱밥재배 버섯

 나. 자연발생 재배

  (1) 자연재배를 위한 사전 지식

본문에서 소개하는 봄 발생형 자연재배는 저온기인 10~12월에 배지를 만들



제6 장  표고 톱밥재배기술

223

어서 재배하는 것으로써 부분 자연온도에서 배양하고 버섯 발생을 4월부

터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봄 발생재배). 발생도 4~8월까지 자

연온도에서 충분히 실시한다. 톱밥재배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고온에서의 

자연발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봄부터 수확을 시작한 배지의 경우는 비

교적 용이하게 여름까지 자연환경에서 버섯 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재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간편한 공조 설비만 가지고 일년 내내 비교적 간

단히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배를 중심으로 한 전업재배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배양도 거의 자연온도에서 실시하는 유리성이 있다. 
연내에 균사의 1차 만연을 끝마치고 버섯의 원기형성 준비를 잘하기 위해 

15~20℃에서 초기배양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난방으로써 겨울철 배양을 계

속하여 이듬해 봄에는 버섯 발생까지 잘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재배법에 비하여 배양 중에 고온피해의 염려가 전혀 없고, 발생

기에 잡균오염의 위험도 없이 충실한 버섯을 수확 할 수 있는 등, 안전하고 

유리한 재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재배 방법에 적합한 버섯 품종

의 선정이 중요하고, 품종에 따라서 수익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재배법에 적합한 품종은 배지의 분해나 부후력이 왕성하고 동시에 버섯의 

원기형성이 빠른 것이 좋다. 

  

<그림 6-16> 봉형 배지입봉기(왼쪽)와 원통형 배지입봉기(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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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배 공정 및 시설, 자재 

   (가) 재배 공정

배지조제 및 접종은 10~12월쯤에 실시하나, 이것은 연내에 균사의 1차 만

연을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10월에 배지조제, 접종은 자연온도에서 1차 

만연을 연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원기형성의 준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15~20℃의 난방이 필요하다. 1차 균사가 만연된 배지는 겨울철이 되

어도 그 로 자연온도에서 배양을 계속 한다. 배양장소는 하우스 내에서 하

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저 10℃ 정도로 난방을 하면 충분하다.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서는 산림내의 야외에서도 실시할 수가 있다. 야외에

서는 배양기간 중에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발생시기까지 방치한다. 
3~4월에 들어서서 눈이 트기 시작하여 버섯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배지의 

봉지를 절단한다. 저온에서 배양을 하였기 때문에 배지는 약간 흰 상태로 되

어 있으나, 버섯 발생에는 지장이 없다. 봉지절단 후에 매일 살수관리를 하

면 배지표면이 서서히 차 색깔로 갈색으로 변한다. 버섯의 눈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시점이 되면 살수를 삼가 한다. 또한, 배지표면이 건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발생관리는 하우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이다. 1차 발생 후에는 배지의 침수와 버섯 발생을 반복하여 8월경까지 수확

을 한다.

   (나) 시설 및 비품

   1) 산림 등을 유효하게 이용

앞에서 기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로써는 산림 등이 최고 좋은 조건이

다. 산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는 평지에 간이 적인 차광 망 등을 쳐주어 원

목표고재배의 인공재배장의 경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

러한 장소에 직접 배양선반을 설치하고, 간이 적인 지붕을 설치하며 측면에

서 비가 들어오지 않고 직사일광이 닿지 않도록 고안한다. 필요한 시설로써

는 배양선반 및 지붕정도 이여서, 단히 거칠어서 언뜻 보면 위험한 감이 

있으나 설치장소의 환경에 적당한 환경관리는 자연에 맡긴 상태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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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는 없다. 안전하며 수고할 필요도 없고 돈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상적인 자연배양시설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만, 태풍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강풍에 선반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에 비하여 견고하

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종 하우스 등을 이용

파이프하우스, 슬레이트 하우스, 목조 하우스 등 여러 종류의 하우스가 있

는데, 그러한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하우스류는 통

풍이 나쁘고 열이 가득 차기 쉬우며 건조하기 쉽다. 또한, 한정되어진 공간

에 있기 때문에 배지를 무리하게 많이 집어넣어 배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것이 고온 장해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우스내의 

환경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하여 톱밥배지를 흙바닥에 두는 것이 효과적인데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어렵게 된다. 하우스의 유리한 점은 비, 강풍, 직사일광 

등을 막고 어느 정도의 환경 컨트롤이 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불리한 조건

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재배에 있어서 배지의 배양 및 버섯발생에 필요

한 시설 및 비품은 <표 6-18>에 나타내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배지의 배양 

   (가) 배양시설 및 환경

배양의 목표는 혹한기까지에 1차 만연하는 것이 있고, 균사의 1차 만연은 

15~20℃에서 실시한다. 10월쯤에 배지조제 및 접종을 끝낸 톱밥배지는 자연

온도에서 배양을 하여도 혹한기에 들어올 때까지 1차 만연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균사만연 온도가 저온이기 때문에 1차 만연이 좋게 되지 않아

도, 원기형성 준비가 늦어 봄부터의 버섯발생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난

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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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재배방법별 배양 및 발생에 필요한 설비

공조재배
가을 발생형 재배 봄 발생형 재배

실내배양 옥외배양 실내배양 옥외배양

<배양설비>

 단열실 ○

 간이하우스 ○ ○ (○)

 냉방기 ○

 난방기 ○ (○) (○)

 가습설비 ○ ○

 환기팬(fan) ○ ○ ○

 순환팬(fan) ○ ○

 배양선반 ○ ○ ○ ○ ○

 형광등 ○ ○ ○

<발생설비>

 단열실 ○

 간이하우스 ○ ○ ○ ○

 냉방기 ○

 난방기 ○ ○ ○

 살수기 ○ ○ ○ ○ ○

 환기팬 ○ ○ ○ ○ ○

 순환팬 ○

 발생선반 ○ ○ ○ ○ ○

 형광등 ○ ○ ○ ○ ○

 침수조 ○ ○ ○ ○ ○

그 후에는 완전한 자연배양이 되지만 현재 이 방법에서 재배되는 배양환경

으로써는 혹한기의 평균기온이 1℃ 이상이 되면 문제없이 재배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한랭지에 있어서는 하우스 내에서 배양하는 것이 안전하고, 최저

온도가 10℃ 정도의 난방을 하여주면 양호하게 된다. 
또한, 늦게 배지조제 및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균사의 1차 만연을 꾀하기 

위하여 하우스와 난방기가 필요하게 된다. 초기배양부터 자연환경에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임내 등에서 지붕이 있는 배양선반을 준비하면 충분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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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일 평균기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 배양

선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밖에 하우스 내에 두어도 온도가 극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간의 난방이 필요하게 된다.

   (나) 배양의 순서

   1) 초기부터의 자연배양

초기 난방 배양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부터 계속하여 자연배양을 

하는 경우는 배지를 선반에 놓고, 균사의 1차 만연을 확인하고부터 배지를 

가로로 다시 놓아둔다. 기온이 낮아지면 균사의 활동은 느리고, 호흡량도 적

어져 가로로 둔다. 그냥 그 상태에서 최후까지 배양하는 것도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가로로 놓아서 보다 좋은 통기를 도모하는 것이 우량한 버섯을 

많이 수확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2) 초기 난방배양 

초기 난방온도는 15~20℃에서 완전히 1차 만연이 완료될 때까지 실시한다. 
하우스의 환기를 충분히 하여 배양초기의 산소장해를 예방한다. 1차 만연이 

완료된 시점에서 난방을 하지 않고 야외의 배양선반에 이동하는데, 이때에 

배지를 가로로 놓아둔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가로로 놓아두어도 배양은 

가능하나, 가로로 두는 것 보다 좋은 결과가 얻어 진다. 이후에는 그 상태에

서 발생관리까지 특별히 설치하는 것은 없다.

   

<그림 6-17> 중국의 자연배양(왼쪽)과 대만의 자연배양(오른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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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양중의 환경관리 

임내 등의 야외 배양에서는 직사일광, 비등을 막아주기 위하여 지붕을 걸

쳐주고, 방풍을 하기 위하여 차광망으로써 배양 선반의 주변을 둘러 싸주고 

그 뒤에는 자연적인 관리로 된다. 하우스를 사용하여서 배양을 하는 경우는 

밀폐상태에서 오랜 기간 놓아두기 때문에 하우스 내의 환기를 충분히 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난방을 하는 경우는 따뜻한 공기를 피하기 위해 환기를 

상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전술한 조건하에서 계속 약간 보온시켜서 충

분한 배양이 되면, 냉기가 출입하여도 지장이 없다. 오히려, 하우스내의 공기

가 움직일 때에 봉지 내의 가스교환이 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4) 배양에서의 실패사례

이 재배방법에서의 실패 사례는 지나치게 많이 있으나, 강조할 사례로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히 처해야 할 것이다.

    가) 초기배양 과다

연내에 균사의 1차 만연이 좋게 되도록 하는 데는 난방을 유지하여서 숙도

가 증가된 상태에서 월동을 하는데, 2월쯤부터 봉지 내에서 버섯발생이 시작

된다. 큰 영향은 없으나, 발생관리할 때에 봉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버섯

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지봉지 내에서 발생하

고 있는 버섯에 배지의 영양분이 나뉘어 계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종 

버섯 수량도 약간 감소하게 된다.

    나) 배양 미숙

원래 미숙한 배지를 관리하는 재배방법이 있으나, 배지조제, 입봉 시기가 

극심하게 늦고 1월 이후에 숙성된 배지를 무리하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 4월
에 발생관리를 실시하여도, 오랫동안 버섯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건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수하는 동안부터 관리하면 5월 이후가 되어도, 어느 정도 

배지의 숙성도가 증가한 부위에서 버섯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8월 무렵까지 

장기간 버섯을 수확하면 발생량도 많아지고, 버섯의 품질도 좋아서 문제가 

없으나 본격적인 발생예정 시기가 되었을 때 버섯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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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숙한 배지의 경우에는, 15℃ 정도의 난방에서 배양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공조재배에 준하는 완숙배지 형태의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4) 버섯의 발생

   (가) 발생환경과 발생의 포인트

차광시킨 하우스에서 환기 및 살수가 되고, 침수조가 있으면 충분하다. 어
느 정도 차광시킨 태양의 산광과 신선한 공기는 배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버섯의 품질을 우량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건이고, 살수 및 

침수는 배지를 활성화시켜 우량한 버섯의 원기를 형성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봄부터 여름철에 이르기까지의 자연발생부터 온도는 서서히 높아지고, 6월

의 장마기에 들어오면 온도상승은 한때 낮아지나 습도가 극심하게 높아진다. 
표고 발생조건으로써는 너무나 부적당 하다. 또한, 장마가 끝난 직후에는 급

격히 온도가 올라가 한 여름이 된다. 표고 톱밥배지에서 이시기의 발생은 어

렵다고 할 수 있으나 봄부터 발생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톱밥배지가 서서

히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

다. 이 경우에 발생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나 실제적으로는 배지가 환

경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감이 있다. 그러나 극심한 온도 등은 버섯 품

질의 저하 및 톱밥배지 수명의 단축에 의한 수확량의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살수 및 환기에 의한 바람의 흐름 등으로 고온을 억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발생의 순서

3월에 수반하는 추위도 풀리고, 버섯이 빨리 마르는 이 시기에는 버섯의 

근원이 되는 원기가 형성된다. 봉지 가운데에서 약간의 첫 버섯이 발생하는 

무렵이 완숙된 배지의 봉지절단 적기이고, 보통은 4월 중순 무렵이다. 작업

사정 등으로 발생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5월 중순쯤까지 봉지절단 시기를 

늦추어도 되지만 1차 발생 버섯 눈의 수가 다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봉지를 절단한 후, 배지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에 매일 살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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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월 무렵에는 배지 표면이 균사가 만연되는 백색을 띤 상태로써 봉지 

절단 후에 살수관리를 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에 접촉시키면 급격히 갈변된

다. 이때에 건조시켜버린 백색 상태의 배지 그 로 굳어져서 버섯 발생이 억

제되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지의 봉지를 절단한 후에 1주일 정도가 되면, 버섯의 눈이 새끼손가락 

정도로 자라서 나란히 되는데 좋은 품질의 버섯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때

부터 수확까지 살수를 삼가한다.

   (다) 발생중의 환경관리

4월쯤에는 원목재배시 자연 상태에서 버섯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톱밥재

배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에서 버섯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인공적인 관리는 필

요하지 않으나, 배지 자체의 관리와 버섯의 육성관리 조건이 원목재배와 다

르기 때문에 수분 관리시 양쪽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습도는 하루 중의 

격차가 필요한데, 그렇기 위하여 흙바닥의 하우스를 사용하면 해뜰 무렵에 습

도가 올라가며, 주간에는 건조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 관리하기가 쉽게 된다.
또한, 하우스내의 환기를 해주어 신선한 공기를 배지에 공급하는 것이 중

요한데, 기온의 상승과 동시에 환기의 빈도를 늘려 주어야 한다. 또한, 배지 

표면도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살수 빈도도 

많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버섯이 건조해서 생육이 늦어질 정도가 되면 버섯

이 발생 중에 있어도 살수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라) 발생 실패의 예

배지표면이 아직 균사가 만연된 흰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봉지를 절단하면 

발생관리 초기에 건조되어 원기형성이 되기 어렵고, 발생량도 저하한다. 또

한, 발생시기의 후반이 고온기에 있기 때문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서 통풍을 

좋게 하는 등의 책을 취하지 않으면 배지의 쇠약, 버섯의 품질불량 등이 

일어난다. 큰 문제점으로써는 해충이 있는데, 기온의 상승과 동시에 해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된다. 직접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배장소의 환경개선에 의하여 방제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히, 잡균이 

발생한 배지 중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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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배지의 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하여서 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재배대 전개 지면에 전개

<그림 5-18> 자연재배 버섯발생

   (마) 수확

약간 미숙 상태에서 봉지로부터 꺼내는데, 배지표면은 비교적 단단하여 버

섯을 비틀어 잡아 떼어내는 수확 방법이 가능하다. 1차 발생은 발이 수가 적

기 때문에 버섯이 형으로 되는데, 갓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수확하지 않으

면 계속 생장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커져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포장 박스

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수확은 일찍 하고, 배지표면에 충분히 살수하여 

갈변화 될 때부터 다음 발생준비에 들어간다.

  (5) 수확후의 배지관리

버섯수확 후에는 즉시 충분한 살수 및 환기를 하여 준다. 환기에 관하여는 

발생 중에도 실시하지만 살수 후에 환기를 실시하면 배지표면이 급격히 갈

변되어 외부환경이나 잡균 등에 한 저항력이 생겨서 그 후의 관리가 소홀

하여 지기 쉽다. 수확 후 1주일 정도 살수관리를 실시한 후, 다음 발생관리

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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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차 이후의 버섯발생 

기본적으로는 수확 후 1주일 정도 살수관리를 하여서 침수에 의한 2차 발

생조작을 실시하고,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발생조작을 반복하나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원기형성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는 수확 

후 바로 연속 침수한다. 
침수시기가 늦으면 원기수가 많아지게 되어 발생 발아수도 많아지게 된다. 

기온이 15~20℃에서는 침수부터 다음 침수까지(발생부터 다음 발생까지) 
20~25일간 정도인데 기온이 20℃를 넘어서 25℃ 정도에 이르면 10~15일간으

로 단축된다.
주의할 사항으로써는, 고온다습 조건하에서 버섯이 생육하면 줄기의 하부

가 검게 변해버리는 품종도 있다. 일부 품종의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없는 

것도 있으나, 버섯의 품질을 고려하여 고온기에 버섯이 생육할 때에 살수하

여 습도를 높이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7  톱밥재배 경영모델 

 가. 경영 유형

표고톱밥재배 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개인 재배자가 일관 생산하는 경우,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단체에서 일관 생산하는 경우와 개인 재배자

가 기업으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경우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나. 경영 특징

  (1) 일관생산 주업경영 

이 경영 타입은 표고생산의 전업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공조설비를 사

용하여서 인공기상 환경하에서 재배를 행하고 않고, 계절에 좌우되어서 연간

을 통하여서 안정적이고 동시에 계획적으로 버섯을 수확, 출하하는 것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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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있다. 또한, 규모를 크게 하는 곳에서는 기업적인 경영을 하는 것도 가

능한 타입이다. 재배규모는 1회당 제조하는 배지 수와 연간 재배에 들어가는 

회수를 곱하여서 나타내나, 주업으로 하는 것에는 1년에 120~300회의 배지조

제ㆍ재배에 들어간다. 연중 버섯을 안정적으로 출하하는 곳에서는 정기적으

로 재배에 들어가며, 약 3개월간 배양완료 후에는 동량의 배지를 정기적으로 

발생처리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 재배유형의 종사자 4인이 1년간 3만 배

지를 재배하는 규모를 예로 들어보면 1회의 배지조제ㆍ재배에 들어가는 양

이 250개의 배지로 3일에 1회, 연간 120회의 배지조제ㆍ재배에 들어간다. 그
래서 배양을 완료한 250개의 배지를 3일에 한 번씩 발생처리 하여 나간다. 
경영계산에서는 당초의 설비투자액이 큰 것이 어려운 점인데 1인당 연간 노

동수익은 수익은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공조시설에서의 연중 재

배방법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버섯재배로 전환하여서 감가상각이 끝

난 공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영이 될 수도 있다. 

  (2) 일관 생산 부업경영 

부업으로써의 일관 생산하는 것에는 통상 자연발생 재배를 실시한다. 복합

경영의 일종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벼농사나 여름 야채농사 등을 조합하

여 가을 발생 재배 및 봄 발생 재배의 2기 어느 경우라도 1기의 재배를 실

시한다. 자연재배 등에서 계절성이 강하고, 공정에 따라서는 작업이 1시기에 

집중하는 일이 있다. 특히 봄 발생 재배의 배지조제ㆍ접종작업, 가을재배의 

수확작업이 겹쳐서 노동력이 집중되기 쉽다. 그래서 바쁜 시기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 발생시기를 분산시키는 기술 등이 경영안정화의 포인트가 된다. 
한편, 공정에 따라서는 작업시기가 융통성이 넉넉한 부분도 있고, 모내기 등

의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침수조작을 중지하고 발생 사이클을 변경하는 일

도 생긴다. 부업경영의 일반적인 규모로써 2인이 연간 1만 배지의 재배 예를 

시험적으로 계산하여 보았다. 봄과 가을 두 시기에 1회의 배지조제ㆍ접종량

이 250개의 배지로 약 1개월 사이에 20회의 배지조제ㆍ접종을 하여 각각 

5,000개의 배지씩 재배한다. 갖추어야 할 설비로써는 배지조제ㆍ입봉기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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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간이하우스, 재배선반 및 겨울철에 사용하는 난방기 정도가 있다. 임
내에서 배양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양에는 반드시 건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

는다. 간이설비에서의 소규모재배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확보여하에 따라서는 배지 수를 증가시켜서 매상을 올림으로

써 수익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복합경영의 일부분으로써 서로 연관된 방

법이다. 
원목재배로부터 톱밥재배로 전환하는 경우에 원목재배시설을 그 로 톱밥

재배에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필요한 것

은 배지조제ㆍ접종관계 일체의 설비, 기계류 및 재배선반 등 이다. 또한, 원

목재배시의 계절적인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서 봄과 가을에 맞추어

서 2만개 정도의 배지 는 용이하게 병행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규모이다.

  (3) 배지구입 생산 부업경영 

    (가) 배양센터에서 구입하여 재배하는 방식

여러 사람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또는 농협, 임협 등에서 운영하는 톱밥배

지제조 센터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타입인데, 지역에서의 산지화

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다. 이 타입에서의 주업경영은 적은데 부업경영에 

하여 설명한다. 생산자는 말하자면 밭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배지조제ㆍ접

종을 생략하여서 배양의 일부와 발생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구입하는 시

점의 배지에는 다음의 3가지 배양단계가 있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배지를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1) 접종 직후의 톱밥배지 구입재배

생산자는 접종직후의 배지를 센터로부터 구입하고, 배양초기부터 관리한다. 
이 경우, 배지를 이동할 때에 잡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

다. 배지센터의 초기투자가 적어지고, 낮은 비용으로 배지를 제조할 수 있으

며 생산자는 간편한 시설에서 자연기후를 이용한 배양을 실시한다. 

   2) 균사가 1차 만연된 톱밥배지 구입재배

1차 균사만연할 때까지를 배양센터가 배양하고, 그 후에는 생산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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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및 버섯 발생작업을 실시한다. 이 방식에서는 1차 균사만연에 요하는 

경비가 배지 금에 추가된다. 배지 이동 중에, 예를 들면 약간의 잡균이 배

지의 용기 내에 침입하여도 그다지 큰 장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배지의 이동

시기는 1년을 통하여서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또한, 배지 이동 후에는 간편

한 시설에서 자연온도에 의한 추가 배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이다. 

   3) 완숙 배양된 톱밥배지 구입재배

생산자는 배양이 완료된 배지(완숙배지)를 구입하고 발생관리만을 한다. 배
지 반입 후 2주간 정도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익이 예

상되는 것으로써, 발생시설만 준비되어 있으면 생산자에 따라서는 도입하기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구입재배법에 비하여 제조비용이 높은 

배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배지 한개 당 배지 이익의 폭은 적다. 

   (나) 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재배하는 방식

이상 설명한 산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배양센터 방식에 한 것은 아니고, 
배지를 제조하고 배양하여 판매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로부터 구입

하여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전국의 다른 지역, 시 군으로부터 배

지를 구입하는 것이 된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배지는 

1.2~4kg정도까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업자에 따라서 배지제조 방법, 배
양이나 발생방법 등도 각기 다르다. 

  (4) 배지제조센터의 시스템 및 운영 

지역 전체에서 산지화를 목표로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람의 생산자가 시

장에 인정되어지는 규모의 양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배지 수를 조제하는 배지 제조센터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생산자에 한 기술지도의 역할도 요구된다. 센터의 운영은, 배지의 이동

시기에 따라 다음의 3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적용하든 간에 

산지화를 위한 우선 조건으로는 최소한 연간 30만개의 배지를 제조하여 재

배농가 15호에게 2만개씩 분양하여 재배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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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지조제ㆍ접종 센터 방식

센터의 설비투자 및 관리 작업이 배지제조 공정에 한정되어져, 배양시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저 비용에서 배지를 제조하게 된다. 그러나 센터의 가동율

은 낮고, 센터의 가동 시기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약 6개월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배지조제ㆍ접종은 11월에서 4월까지 6개월간(1개월에 25일 

가동)이루어 지는데, 10명의 종업원이 하루 2,000개의 배지를 조제한다. 

   (나) 초기배양센터 방식

1차 만연까지 초기 30~40일간 공조실에서의 배양을 센터에서 실시한다. 6
인이 연중 작업한다. 배지조제ㆍ접종센터 방식과 비교하여서 연중 가동하는

데, 인원의 확보가 쉬우며 설비의 가동율이 높고 배지조제 규모는 절반 량인 

1일당 1,000배지가 된다. 

   (다) 완전배양센터 방식

이 방식에서는 배양이 완료된 완숙배지를 제조한다. 통상 공조실에서 3~4개
월의 배양을 하는데 배지제조와 공조배양 설비 및 이를 위한 부지확보가 필

요하다. 따라서 초기투자는 폭적으로 증가하여 앞에서 기술한 두 가지 방

식에 비하여 배지조제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다. 배지제조 규모는 초기 배양

센터 방식과 같이 1일당 1,000배지 쯤 되며, 노동력은 1인 이상이 필요하다. 
생산지역에서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배지 제조비용을 떨어뜨리는 

것, 산지 플랜트를 확립하는 것 등이 주요 관건이다. 다시 말하면 배지 만들

기부터 버섯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 산지 자체의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

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장래의 어떤 변화에도 잘 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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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표고 톱밥재배 경영분석 

 가. 재배실태

우리나라에서 연중 재배에 임하는 농가 4개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19>와 같이 모두 생표고 전업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1 의 재배기간은 6개
월이 부분이었다. 일관 생산형 재배방식에서 가장 큰 재배규모는 1.3kg 소
형배지를 연간 70만개 재배하는 농가이었으며 배지 구입형 재배농가는 1농가

로 가족 2인이 연간 5만개 재배하고 있었다. 배지 당 생표고 생산수율은 배지

중량의 30% 이상으로 재배기술이 정착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표 6-19> 표고톱밥재배 실태(연중 재배 농가)

경영모델 재배조건  재배기간 연간 규모 버섯생산 수율 재배시설

생 표 고 

전업재배
연중재배

6개월/대

12개월/대 
5~70만개 30~44%/배지중

공조(배양실) +

비공조(발생실)

 나. 경제성

일관 생산형과 배지구입 생산형으로 나누어 배지 10,000개당 표고톱밥재배 

경영비(유통경비 포함)를 산출한 결과 다음 <표 6-20>과 같았다. 일관 생산형

의 경영비용은 모두 3,200만원 수준이었으며 버섯 생산액은 약 4,500만원으

로 연간 소득은 약 1,300만원이었다. 또한, 배지 구입형 재배의 연간 소득율

도 일관 생산형 재배에 근접하였는데 이것은 경영비중 감가상각비와 고용노

동비 등이 크게 영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고 톱밥재배 경영비 항목별 구

성비는 <표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가상각비(43.9%)이었다. 그 다음에는 유통비(13.4%), 배지 재료비(12.5%) 순
으로써 톱밥재배의 경영에 적정한 시설투자가 우선하고 배지재료와 버섯 유

통부분의 비용절감 방안이 매우 중요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 표

고 톱밥재배 농가의 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을 산출한 세부적인 경영분석 내

용은 본 연구자료 부록에 수록해 놓았으니<표 A-2~6>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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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     
(10,000개 재배/ 년)

구분
톱밥재배 경영유형

재배규모별 연간소득
일관 생산 배지구입 생산

경영비용(원) 32,353,680 23,786,870 *대규모(70만개/년) : 947백만원

생산물수량(kg) 8,900 8,000 *중규모(20만개/년) : 238백만원

평균단가(원/kg) 5,500 4,500 *소규모(6만개/년)  : 79백만원 

판매가격(원) 45,200,000 36,000,000

소득(원/년)  12,846,320 12,213,130

<표 6-21>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분석(일관생산)
(10,000개 재배/ 년)

종균비
배  지

재료비
약제비

광  열

동력비

제재료

비
수선비

감  가

상각비

고  용

노동비

지불

이자
유통비

156(천원) 4,015 40 1,567 852 1,419 14,188 3,379 2,388 4,350 

0.5(%) 12.5 0.1 4.8 2.6 4.4 43.9 10.4 7.4 13.4

※ 1)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70%로 하고, 금리는 년 5%로 산출.
2) 고용 노동비는 일액단가(원)×고용일수×고용인원(인)으로 산출.
3) 수선비는 고정자산 감가 상각액(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로 계산.
4) 자가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표고톱밥재배는 이제 시도되고 있는 기반조성 단계로 농가 일

관 생산방식의 재배형태는 몇 개의 영농조합에서 착수하고 있고, 배양센터나 

중국에서 배지를 구입하여 버섯을 발생시키는 재배형태는 소규모로 몇 농가

에서 간헐적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몇몇의 선도농가가 

시설 및 자연재배를 절충하여 시도하고 있는 표고 톱밥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멀지 않은 장래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도 기술한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재배가 되었든 간에 재배규

모에 적합한 배양실과 발생실 확보가 우선해야하며 그에 따른 기자재의 설

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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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균의 접종 및 배지의 배양시설은 철저한 환경소독 관리와 공기정화

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공기여과기를 교환해주어

야 한다. 다만, 버섯 발생실의 경우는 공기정화시설은 불필요하며 연중 생산

체계 이외에는 가온, 가습, 환기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 표고 톱밥재배방법은 

기계화, 생력화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참나무자원을 톱밥형태로 거의 

100% 이용할 수 있어 자원을 절약 할 뿐만 아니라 공장화 생산체계로 많은 

인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표고재배 형태는 이

러한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표고 소비경향이 건 표

고에서 생표고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생표고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표고 톱밥재배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다
만, 톱밥재배를 하기 위한 적정한 시설과 기자재구입 등으로 초기에 많은 자

본이 소요되는 것이 다수의 소규모 영세 재배자에게는 큰 부담이 있는 문

제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 및 기자재가 국산화되어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체계가 생

력화되어 생산성이 향상 된다면 초기투자가 가능한 규모 재배자로서는 어

느 작목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유망한 작목이 될 것이다. 
규모 배양센터는 영농조합이나 자본력 있는 생산자가 운영하고, 일반 재

배자는 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등, 배지배양과 버섯발생 과정의 생산체계

를 분리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생산과 출하 등 유통단계까지 

협업화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써 앞으로 농산촌민의 소득증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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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표고 병해충 예방 및 관리법

1  병해충 발생환경

 가. 부업형태의 영세한 재배환경

우리나라의 표고재배임가는 략 9천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재배규모가 

30,000본 이상인 전업농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10,000본 이하의 재배자수

가 전체의 60%(5,000본 이하 37%)를 차지하고 있어 부업 형태의 영세한 규

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 표고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방

향 2004. 산림청). 이렇듯 부업 형태의 영세한 재배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 

종균접종, 접종목 배양 및 버섯목 관리, 버섯발생작업 등의 재배과정에 있어 

제시기에 알맞은 관리작업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아 주홍꼬리버섯, 검은팥

버섯, 붉은콩버섯, 시루뻔버섯, 푸른곰팡이병 및 하이포크리아병(속칭 흑부병)
과 같은 해균에 의한 피해와 털두꺼비하늘소, 나방, 민달팽이, 버섯파리와 같

은 해충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나. 재배환경에 알맞은 관리 부재

표고 균사활착과 버섯발생에 이상적인 기온이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

던 예전의 임내재배와는 달리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고온, 건조 및 다

습 등의 균사활착과 버섯발생에 불리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그 피해

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봄철 가뭄, 이른 장마와 지속적인 고온현

상 및 집중 호우 현상은 종균 접종시기인 3~4월의 건조, 배양시기인 5~8월의 

고온, 과습에 노출되어 각종 병해충의 피해로 초기 균사활착이 매우 부진하

여 피해가 크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에 의하여 여름철 이상고온, 겨울철 저온감소 및 이상

기온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버섯목에 한 관심증 와 재배관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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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나 예전의 방식 그 로 관리하거나 불량환

경(고온, 건조 및 다습 등)에 방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렇듯 변화하는 기상요인 외에 접종목, 종균, 배양환경 및 살수관리 등 재

배요인 또한 해마다 다르므로 그때그때 재배환경에 알맞게 버섯목을 관리해

야 하나 예전의 방식 그 로 또는 교과서 내용 그 로 관리하여 피해를 받

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재배임가 9,000여명을 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관리내용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므로 각기 다른 재배환경 즉, 
현재 내 재배환경에 적합한 관리방법(노하우)을 정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2  병해충 발생에 대한 의식 전환 필요성

표고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은 부분이 표고균과 자리싸움을 하는 경합균

으로 표고균이 먼저 활착되어 우량한 버섯목이 되면 병해충의 발생이 적어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 병해충이 발생한 부분의 재배임가

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약제를 이용하나 부분의 병해충은 수피 내부(변재

부)에 먼저 만연된 후에 밖으로 병징이 노출되므로 약제효과를 거두기가 어

렵다. 
또한 병해충 피해는 한 종류의 해균이나 해충 또는 환경에 의하지 않으며 

부분은 이들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접종 후 버섯목이 

건조에 장시간 방치되거나 여름철에 고온에 노출되면 표고균은 활력이 떨어

지게 되고 재배사 내부와 버섯목 표면에 존재하는 해균의 공격으로부터 취

약해지게 된다. 
이때 장시간 고온, 건조 및 다습 등의 불량환경에 노출되면 해균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지게 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화학약제에 

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약제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표

고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에 한 처는 우량버섯목화, 불량환경개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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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일단 발생되었다면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배환경을 조절하며 표고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3  우량버섯목화의 중요성

표고 원목재배시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장마철에 

고온다습으로 인해 해균이 만연하여 버섯발생이 안될 뿐 아니라, 수만본의 

버섯나무를 폐기하기도 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부 임가에서 발생 원

인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이에 한 기본적인 환경개선 없이 화학적 방제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피해를 가중시키는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표고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은 기본적으로 종균접종 초기 불량한 버섯목으

로 부터 시작되므로 종균 접종 전,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기의 기상조건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표고균이 생장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반면, 해균이 생장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만일 불량한 버섯

목 상태로 이 시기를 보내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어 향후 버섯생산에 막

한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표고재배의 성공은 장마기 전까지 최 한 빨

리 우량버섯목을 만들고, 이후 올바른 관리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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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표고균사생장 불량 및 병해충 발생환경

             (A, B : 직사광선, 비, 눈 노출,  

C : 늦은 종균접종, 

D : 높은 장작쌓기로 인한 수분 및 환기불량, 

E : 장기간 장작쌓기관리로 인한 고온피해, 수분 및 환기불량

F : 고온피해, 수분 및 환기불량)

FE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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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표고균사생장 불량 및 병해충 발생환경

             (A~D : 지붕이 낮고 비닐고정으로 고온피해

E~F : 배수 불량에 의한 다습피해)

FE

DC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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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가. 병해충의 종류

  (1) 병해

병해에는 피해형태에 따라서 버섯목내에서 표고균과 양분섭취를 위한 경쟁

을 하면서 버섯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장경합형(이하 경합균)과 목질분

해 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여러 유해물질로 표고균을 직접 사멸케 하는 

균사살상형 그리고 자실체 가해형 및 기타 부생균으로 구분된다. 이중 경합

균으로는 주홍꼬리버섯, 검은팥버섯과, 사멸균으로는 푸른곰팡이, 하이포크리

아 등과 같은 균사살상형(이하 사멸균)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가) 생장경합형(경합균) : 주홍꼬리버섯, 검은팥버섯, 붉은콩버섯, 이중겉껍

질버섯, 시루뻔버섯 등

(나) 균사살상형(사멸균) : 푸른곰팡이, 하이포크리아(흑부병) 등

  (2) 충해

해충에는 자실체나 버섯균사를 먹는 식균성,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가해하

는 천공성(또는 식재성)과 식부성 해충으로 구분된다. 이중 털두꺼비하늘소와 

같은 천공성 해충은 초기 균사 활착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거저리류와 같은 

식부성 해충과 같이 해균의 2차 감염을 매개하여 버섯의 수량을 감소시키거

나 버섯목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가) 식균성 : 표고버섯곡식좀나방, 구슬무늬원뿔나방, 민달팽이, 버섯벌레

류 등

(나) 천공 및 식재성 : 털두꺼비하늘소, 오리나무좀 등

(다) 식부성 : 산맴돌이거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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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고균과 병원균의 경합특성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표고균을 사멸시키는 푸른곰팡이병, 하이포크리아

를 제외하고 부분의 병원균은 경합균에 속하므로 적기벌채, 올바른 종균접

종 및 접종목 관리에 의하여 장마기 이전까지 우량버섯목화를 시키면 피해

를 막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합균의 경우 표고균을 먼저 접종하여 표고균이 

우점하여도 병원균의 생장부위를 넘어 생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 로 병

원균이 먼저 우점하여 만연하고 있다고 해도 표고 균사가 생장하고 만연한 

부위는 침범할 수 없다(그림 7-3). 

  

  

표고균 우선생장(우량버섯목) 병원균 우선생장(불량버섯목)

<그림 7-3> 표고균과 주홍꼬리버섯의 경합력 비교

             (상 : 균간 대치, 하 : 대치 10일 후)

표고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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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꼬리버섯 이중겉껍질버섯

  

하이포크리아 푸른곰팡이

<그림 7-4> 경합균과 사멸균의 경합력 비교

             (상 : 경합균, 하 : 사멸균)

결과적으로 병원균과 표고균중 누가 먼저 얼마나 많은 면적의 자리를 차지

하느냐에 따라 병에 의한 피해정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아무리 우량버섯목화

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고온, 다습, 건조 등과 같은 불량환경에 장기

간 노출되면 사멸균에 의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그림 7-4).

 다. 온도에 따른 병원균의 특성

표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고온조건하에 장기간 노출되어 많은 병원균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표고의 최적 균사생장이 25℃로 고온에 매우 

표고         병원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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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반면 병원균은 최적생장온도가 20~35℃로 생장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여름철 이상고온, 겨울철 저온감소 등

의 이상기온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병해충의 밀도가 높이져 갈수록 피해

가 심각해지고 이런 복합적인 피해로 표고 균사만연도가 저하되어 품질저하

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고균은 25℃에서 균사생장이 양호하다가 30℃

에서 급격히 저하된 반면 부분의 병원균(푸른곰팡이, 하이포크리아, 이중겉

껍질버섯 등)은 30℃에서 균사생장 저하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최적의 균사

생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표고균이 사멸하는 35℃까지 균사생장이 좋은 

병원균도 있다(그림 7-5). 

  

  

<그림 7-5> 표고균과 병원균의 생장온도 비교

(A : 표고, B : 푸른곰팡이, C : 하이포크리아, D : 이중겉껍질버섯)

BA 10℃      15℃      20℃

25℃      30℃      35℃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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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분에 따른 병원균의 특성

앞에 설명한 온도뿐만 아니라 수분관리 또한 병해충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

다. 종균접종시기에 불규칙적인 자연비에 의존하거나 주기적인 살수공급을 

하지 못해 건조하게 관리될 경우 주홍꼬리버섯 등 건성해균에 의한 피해를 

입으며, 버섯목을 과습하게 관리될 경우 푸른곰팡이, 하이포크리아 등의 습

성해균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하이포크리아의 경우 중고온성, 중온

성 품종을 배수가 잘 안되는 등 다습조건하에서 재배할 경우 주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수분관리는 병해충 발생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버섯발

생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평소 버섯목 관리시 수분공급을 하

지 않다가 버섯발생시기에만 수분을 공급하여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버섯품질과 생산성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섯만연도가 불량한 상태

에서 급격한 다습조건에 노출되어 여러 병해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된다. 

  

  - 주홍꼬리버섯               - 푸른곰팡이

<그림 7-6> 수분에 따른 유해균의 균사생장비교

(① : 30%, ② : 40%, ③ : 50%, ④ : 60%, ⑤ : 70%)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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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약제에 따른 병원균의 특성

표고재배시 발생하는 부분의 병해충은 수피 내부(변재부)에서 생장한 후

수피 밖으로 자실체(자좌)를 형성하므로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불가능하다. 
단지 올바른 종균접종(적기벌채, 접종방법 및 관리)과 버섯목 관리(고온, 건조

한 환경억제)로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재배임가에서 아직까지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화학적 방제

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병
해충의 발생을 유발하는 환경을 하나 둘 제거하지 않은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같은 병해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발생되

는 병해 중에는 약제에 하여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7-7). 
그러나 접종전 베노밀, 판마시(1,000배액) 및 크로로칼키(400배액) 처리로 

수피와 절단면에 발생하는 해균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8). 

  

베노밀 판마시

<그림 7-7> 약제처리에 따른 붉은콩버섯류(Hypoxylon sp.)의 균사생장

무처리      2,000      1,500

1,000        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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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약제처리

<그림 7-8> 접종 7일전 약제처리에 따른 병원균 발생비교

             (약제 : 베노밀, 판마시 및 크로로칼키)

결론적으로 표고재배시 병해충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병원균이나 

해충 또는 불량환경(고온, 건조 및 과습) 한가지만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표고균이 버섯목에 잘 활착되어 있으면 

발병하지 않지만 여러 불량환경에 방치되어 표고균사가 약해지고 이때 병해

충의 생장에 최적상태가 되어 밀도가 증가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때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약제만을 사용하게 되면 불량환경이 지속되어 같은 

피해를 해마다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병해충에 한 책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이며, 이를 위해 예전 방식, 남이 하는 방식, 교과서 방법 그 로가 아닌 내 

재배장 환경(온도, 습도 및 환기 등), 버섯목 상태 등 현재 내 재배환경에 맞

는 나만의 책을 정립하여 적용해야 하며, 모든 재배 및 환경관리는 버섯목 

위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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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목재배시 발생하는 주요 병해

 가. 생장경합형

  (1) 주홍꼬리버섯(완전세대: Diatrype stigma 

불완전세대: Libertella betulina)

주홍꼬리버섯은 세계적으로 넓게 발견되고 있으며 갈매나무과, 느릅나무과, 
단풍나무과, 버드나무과, 자작나무과, 장미과, 피나무과 등 다양한 식물을 기

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충남 공주군 유구지역과 1999년 충북 영동지역에서 

규모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재배자에게 

표고 해균에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홍꼬리버섯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

홍꼬리버섯은 참나무류 중에서도 주로 상수리나무에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상수리나무가 좋은 품질의 표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적으로 재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해균은 건조한 조건에서 발

생이 늘어나는데 종균접종 후부터 봄철 상 습도가 매우 낮아 피해가 많다. 
특히 적기에 벌채(10, 11월)를 하였다 하더라도 접종이 늦으면 원목의 건조가 

심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종균을 접종해야 하며, 접종 

직후 세심한 수분관리와 뒤집기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균의 자낭

포자 방출이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일어나므로 산에서부터 벌채목에 붙

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원목 보관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예방을 위하여 

접종전에 베노밀, 크로로칼키 등을 살포하고, 빈 하우스(접종용 하우스) 또는 

간이하우스(차광망)에 보관하여 접종하거나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 원목위에 

차광망을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예방적인 관리작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무리하게 접종본수를 늘리는 것

보다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정 본수를 접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표 고 재 배

256

주홍꼬리버섯은 표고 접종 첫해 버섯목의 수피 내부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만연한 후 장마기 무렵에 돼지꼬리모양의 담황색 포자각(불완전세 )이 나타

나며,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고 바로 수피밑 부분이 적갈색, 흑갈색으로 변하

면서 껍질 같은 층(자좌)을 만들어 상당한 피해를 준다. 7월말부터 시작하여 

9월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주홍꼬리버섯은 버섯목 내부 수피 또는 변재

부에 생장하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건조한 조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목 

벌채부터 종균접종 후의 급격한 건조상태에서 발생이 촉진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종균접종 후에 충분한 수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원목 

벌채 후 부터 접종전까지 표고자목위에 차광망을 설치하여 그늘을 잘 만들

어 주고, 과건방지와 통풍을 양호하게 한다. 병의 발생이 심한 지역에서는 

베노밀(1,000배액), 크로로칼키(400배액) 최소 종균접종 2주전에 살포하면 피

해를 줄일 수 있다.

  

불완전세대_분생포자 완전세대_자낭포자

<그림 7-9> 주홍꼬리버섯의 포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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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주홍꼬리버섯의 성장단계별 병징

              (A~C : 초기_5~7월, D : 중기_8~9월, 

E, F : 말기_10월 이후)

FE

DC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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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중겉껍질버섯(Graphostroma platystoma)

7월 중순경부터 버섯목(특히 굴참나무)의 껍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회색 

또는 짙은 회색띠를 형성하는데 그 위에는 올리브색 또는 차색의 분생포자

가 형성되며, 8월 하순 이후에 자좌가 성숙하면 분생포자가 떨어져서 흩어지

게 된다. 고온 및 건조상태의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주홍꼬리버섯에 준

하여 예방한다. 골목 위에 형성된 주홍꼬리버섯의 자좌는 육안으로는 광택이 

없는 적갈색인 반면 이중겉껍질버섯은 광택이 있는 흑색이며, 주홍꼬리버섯

의 분생포자는 황색~오렌지색으로 끈모양의 포자각을 형성하는 반면 이중껍

질버섯은 미숙한 자좌 위에 회색을 띤 올리브~차색의 분생포자가 겉껍질에

서 떨어져서 만들어지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7-11> 이중껍질버섯의 성장단계별 병징

              (A, B : 중기, C : 말기_당해연도, D : 말기_이듬해)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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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ypoxylon속 균(Hypoxylon spp.)

Hypoxylon속 균은 형태에 따라 크게 검은팥버섯(H. truncatum)이 속하는 

Annulata section과 붉은콩버섯(H. howeianum)이 속하는 Hypoxylon section으로 

구분된다. 
이중 피해가 가장 심한 검은팥버섯(Hypoxylon truncatum)의 경우 5~7월 무

렵에 접종목의 절단면에 황녹색의 균문(불완전세 )이 보이고 시간이 흐르면

서 2~7㎜ 크기의 검고 둥근 혹(자좌_완전세 )이 생긴다. 자좌의 형성은 감염

된 당년에는 비교적 적지만 다음해 초봄부터 한여름까지 많이 발생한다. 자

낭포자는 90% 이상의 높은 습도, 온도는 5~30℃내에서 방출되나, 20~25℃에

서 가장 많이 방출된다. 자낭포자의 발아에는 95~100%의 습도와 25~35℃ 온
도가 가장 좋다. 병원균의 최적생장온도는 25~30℃로 이른 봄의 직사광선에 

의하여 버섯목의 온도상승이 감염을 유발한다.
주로 12~1월에 벌채한 원목에서 발생하므로 적기벌채가 선행되어야 하며 

벌채 후 직사광선과 자연비, 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연건조를 유도

하여야 한다. 또한 벌채 전에 고사된 부분이나 옹이 부분에 이미 감염되어 

원목을 직사광선에 방치할 경우 내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추

가적으로 종균을 접종을 하여 우량버섯목에 힘써야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만약 겨울 벌채된 원목이라면 반드시 임시눕히기 작업과 피복을 병행

하여 초기에 보온으로 빨리 원목 내부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

고 올바른 접종배열(지그재그식)로 최 한 빨리 우량버섯목화을 이루어야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상수리나무에 심하게 나타나며, 푸른곰팡이병, 하이포크리아와 같이 

표고균을 죽이는 살상능력은 없지만, 감염된 접종목을 잘라보면 표고균과의 

경계면에 굵은 흑갈색의 선이 형성되면서 표고균의 생장을 현저하게 억제

시킨다. 접종목이 급격하게 건조된 후 비를 맞는 등 과습되면 표면으로 나오

며, 직사광선이 강한 양지쪽이나 통풍이 나쁜 재배장에서 발생이 쉽기 때문

에 이른 봄부터 7월 말경까지의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통풍을 잘 시키고 재

배장의 과습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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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검은팥버섯류의 자좌 및 자낭포자(Anulata section)
              (A : 자좌, B : 자낭포자 방출, C : 자낭, D; 자낭포자)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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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검은팥버섯류의 성장단계별 병징

              (A~B : 중기, C, D : 말기_절단면, E : 말기_내부 침투

F : 말기_벌채 전에 고사된 부위 발생)

BA

DC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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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붉은콩버섯류(Hypoxylon section)의 병징

              (A~B : 절단면, C~E : 표면)

BA

D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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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루뻔버섯(Inonotus xeranticus)

자실체는 선황색으로 다수가 겹쳐서 형성되며, 내부는 흑색의 섬세한 그물 

모양의 선이 형성된다. 균사의 생장온도 범위는 10~35℃ 이지만 적온은 

28℃이며, 특히 여름 장마철에 잘 발생한다. 감염된 버섯목은 버섯목화가 지

연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해균의 발생을 초래한다. 습을 좋아하므로 건조하기 어

려운 큰 원목이나 벌채시기가 늦어진 원목 또는 습도가 높은 재배사의 버섯목

에 발생하기 쉽다. 예방법으로는 원목을 적기에 벌채하고, 접종목은 통풍과 배

수가 좋은 장소에 쌓아 두어야 한다. 또한 접종에 의하여 2차 감염이 유도되므

로 접종 후 뒤집기를 자주 실시하되 이병버섯목과 접촉이 되지 않게 한다.

  

  

<그림 7-15> 시루뻔버섯의 병징

             (A : 표면병징, B : 내부병징, 

C : 피해 전경, D : 접촉에 의한 2차 전염)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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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톱밥버섯류(Odontia sp.)

목재부후력이 매우 강하며, 생육적온이 30℃로 높기 때문에 배양시기에 고

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되며 특히, 고온다습한 장마기에서 가을에 걸쳐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이 심하므로 장작쌓기 상태로 

장마기를 보내면 안 된다. 초기에는 작은 흰색 반점으로 나타나 접종초기에 

표고균이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 방치하게 되므로 피해가 가중될 우려

가 있다. 
감염된 버섯목은 통풍이 좋은 장소로 격리하고, 피해가 심한 것은 소각한다. 

<그림 7-16> 톱밥버섯속 균의 병징

  (7) 구름버섯(Coriolus versicolor)

갓은 얇고 단단한 가죽질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 또는 수백개가 중첩되어 

퍼져서 군생한다. 갓의 표면은 흑갈색이거나 또는 회색, 황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둥그런 무늬를 나타내며, 육질은 희고 표면에는 짧은 털이 퍼져 있는 

암색의 얇은 층이 있다. 자실체가 발생하고 있는 버섯목의 수피 밑에는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목재의 백색부후를 일으킨다. 표고버섯 균사에 한 직

접적인 병원성은 없으나 부후력이 강하므로 목질은 연약하게 되어 버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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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수량을 저하시킨다. 표고버섯 균사가 완전하게 자란 경우의 골목에는 

침입할 수가 없으나 고온다습 또는 직사광선 노출에 의하여 표고균사가 사

멸된 경우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습한 환경이 아닌 건조 또는 

보통의 조건하에서 발생하며 종균의 활착이 불량하든가 버섯목이 많이 벗겨

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쉽다. 또한 원목의 벌채시기 잘못, 너무 심한 건

조, 수피의 손상과 마른 원목을 사용하던가 하여 부후된 부분에서부터 발생

이 된다. 따라서 종균을 접종한 다음에 접종목의 관리를 잘하여 가능한 한 

빨리 표고균사가 원목의 전면에 활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17> 구름버섯의 병징

  (8) 치마버섯(Schizophyllum commune)

작은 형태의 버섯으로서 (줄기)가 빈약하며 갓은 부채모양 또는 손바닥 

모양으로 찢어지기 쉽고 직경은 1~3㎝이며, 표면에는 거친 털이 발생하고 백

색, 회색, 갈색을 띈다.
육질은 가죽질로서 단단하고, 마르면 수축하나 수분을 흡수하면 본래 로 

돌아간다. 균사의 생장은 비교적 빠르고, 골목 수피 밑의 부후 범위는 자실체

가 부착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훨씬 광범위하다. 균사가 만연된 부분에는 표고

균사가 침입할 수가 없다. 균사는 10~42℃의 범위에서 생장되지만 28~3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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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생장온도이며, 건성해균으로 직사광선에 의한 골목의 온도 상승이 발생

요인이다. 따라서 골목위에 차광이 잘 되도록 가려 주고 부분적인 그늘을 만

들어서 우선 직사광선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18> 치마버섯의 병징

 나. 균사살상형

  (1) 하이포크리아(Hypocrea spp.)

균사생장은 매우 빠르고 병원성이 상당히 강하여 본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

되면 표고균과의 경계선에 담갈색의 띠선을 형성하며 점차 전염되면서 표고

균이 전멸하게 된다. 국내 표고 버섯목에서 분리한 하이포크리아 27균주에 

하여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H. lactea의 비율이 78%로 발생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본 균은 다습조건하에서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하고 감염 초기에는 우량버

섯목과 구별이 힘들지만 중기가 되면 피해접종구가 변색이 되면서 발효냄새

를 풍긴다. 말기에는 껍질이 떠서 쉽게 벗겨지고 강한 악취를 내며 검은색으

로 변한다. 또한 종종 점균류(자주먼지버섯 등)의 착생을 볼 수 있다. 표고균

사가 만연되었다 하더라도 감염되면 표고균사를 사멸시키므로 우량버섯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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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습한 조건을 좋아하므로 통풍과 아울러 수

분관리를 잘해야 한다. 특히 다습한 토양은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논과 같이 

다습한 지역에 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물빠짐이 좋도록 환경을 개선해야만 

한다. 또한 폭설 및 폭우에 의한 피해골목은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하고 초기 

증상이라 하더라도 피해목은 격리시키고 심한 버섯목은 반드시 폐목 처리해

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이병부위를 넘어서 건전한 표고균사가 나올 때까지 박피하

여 이병부위를 건조시켜 전염을 방지하기도 한다.

  

  

<그림 7-19> 하이포크리아 자좌 및 자낭포자

             (A, B : 절단면에 발생한 자좌, C : 자낭, D : 자낭포자)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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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하이포크리아 병징 및 발생환경

              (A : 발생초기, B : 중기, C, D : 말기, 

E, F : 발생환경_배수불량)

FE

DC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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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발생초기 오염부위 수피박피에 의한 전염 방지

  

  

<그림 7-22> 표고균사 사멸후 변형균 발생

           (A, B : 자주먼지버섯류, C, D : 기타 변형균)

건전부위                                   오염부위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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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른곰팡이병(Trichoderma spp.)

발병 초기에는 백색으로 표고균사와 비슷하지만 서서히 녹색이 되며, 다른 

경합균과는 달리 표고균사를 직접 사멸케 하는 균으로 자연상태에서 흔히 

존재하며 재배기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항생물질인 트리코델민, 
트리코델몰 등을 생산해서 다른 균사 및 사상균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죽이

는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각종 작물묘의 입고병, 담배의 백견

병 등의 방제에 생물농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초기감염은 5~7월 종균 접종구멍과 나무표면 골 사이에 발생하며, 고온다

습한 조건을 좋아하므로 장마철부터 재배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논

과 같이 저지 에 위치한 재배장은 배수가 불량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

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장마기간 중 재배사의 측면 비닐과 차광망을 최

로 올려 과습을 방지한다. 피해가 있는 재배장은 통풍과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하며, 재배장에 생석회를 살포하여 토양소독한다. 특히 버섯목 관리불

량으로 스티로폼 마개가 들리는 현상이나 미숙버섯 발생시 본 해균이 발생

하기 전에 바로 또는 발이된 버섯을 제거하고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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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 푸른곰팡이병의 병징

               (A, B : 미숙버섯오염, C : 절단면, D : 표면, 

E, F : 수피 표면, 내부)

BA

DC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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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 타

  (1) 고무버섯(Bulgaria inquinans)

이 병원균은 목재에 한 부후력은 극히 약하고 초년에만 버섯목에서 발생

하며 2년째 이후는 표고균이 점유하며 본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받지 않으나 자실체에 푸른곰팡이병의 2차 감염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종균

접종후 버섯목 수피에 본 해균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건조상태로 주홍꼬

리버섯 등 건성해균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량 발생하면 버섯목의 과습상태 

등 접종목의 수분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접종 초기 수분공급 조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시기 접종목의 관리요령은 본 균이 적정량 발생하여

야 하고 발생한 후에는 바로 건조되지 않게 지속적인 수분관리를 하여야 한다. 
원목은 적기벌채를 하고 가지 말리기를 완전히 실시한 후에 원목을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분이 많은 원목에 종균을 접종하게 되면 

표고균의 활착율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이 해균이 량 발생하기 쉽다.

  

<그림 7-24> 고무버섯의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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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목재배시 발생하는 주요 해충

 가. 식균성 해충

  (1) 표고버섯곡식좀나방(Morophagoides moriotti)

성충의 길이는 6㎜, 유충은 12㎜ 내외로 주로 5~7월에 발생하고 그늘진 곳

이나 약간 어둡고 습한 장소를 좋아한다. 버섯목 표피의 갈라진 틈이나 종균 

구멍 근처에 산란한다. 산란기간은 약 12일이며, 부화 후 15~20일 경과한 3령 

유충은 표고균사 만연부분, 특히 종균구멍을 우선적으로 가해하고 성장하며 

내부로 먹어들어 간다. 따라서 피해 접종구 종균이 사멸하여 버섯이 발생하

기 어렵고, 버섯 발생작업을 해도 나무껍질을 뚫고 버섯이 발생하여 품질이 

매우 저하된다. 
번데기 기간은 약 2주간으로 번데기는 몸의 반을 외부에 내놓고 우화한다. 

아직 균사가 퍼지지 않은 부분에는 구멍을 뚫지 않으며, 겨울에는 목재 안에

서 유충상태로 월동한다. 노숙유충은 목재의 내부로부터 표피 부분으로 나와 

버섯목이 겹쳐진 부분 등의 약간 습한 그늘진 곳에서 나무가루나 벌레 똥을 

실처럼 얽어서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재배장은 통풍이 원활하고, 그늘지거나 습하지 않게 하고, 지속적인 고온피

해를 방지하고 특히 겨울철 기온상승을 방지하는 것과 통풍을 원활하게 하

는 것이 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후 방충망 및 유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심할 경우 B.T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한다. 또한 건조 및 관리가 불량

한 건표고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므로 건조시 주의하여야 하며, 보관시 습기

가 우려되면 다시 건조시킨 후 보관하여야 한다. 표고버섯곡식좀나방을 비롯

하여 원뿔나방과(구슬무늬원뿔나방) 등 다른 계통들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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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나방류 피해 및 우화 흔적

  

  

<그림 7-26> 표고버섯곡식좀나방의 성장단계별 형태

               (A : 유충, B : 번데기, C : 성충, D : 구슬무늬원뿔나방)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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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큰무늬버섯벌레(Dacne japonica)

3~4월 봄에 나는 표고 자실체의 갓 표면에 산란구멍을 만들고 그 바닥에 

한 개씩 산란한다. 알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는 0.6㎜이고 약 7일 후에 부화

한다. 1화기 성충은 7월에 우화하고 불시재배의 표고버섯으로 날아가나 산란

은 하지 않고 여름잠을 잔 뒤 10월 하순경에 발생한 표고버섯으로 다시 날

아가 산란하지만 이 세 의 유충은 월동 중에 거의 사망한다. 유충은 짧은 

꼬리 돌기를 가지고 자실체 내부를 불규칙하게 가해한다. 성충은 3~4.5㎜로

서 광택이 있는 적갈색이며 윗날개는 검은색으로 V자 형태로 등색 혹은 적

갈색의 무늬가 있다. 생표고, 건표고를 모두 섭식하여 가해한다. 버섯을 가능

한 한 갓이 완전히 벌어지기 전에 채취하고, 폐목 및 버섯(표고, 유해버섯)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한다. 

  

<그림 7-27> 성충 및 가해모습

  (3) 민달팽이(Philomycus confusa)

딸기, 양배추 등의 야채로부터 포도, 귤 등의 과수 및 표고버섯까지 가해하

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흙 속이나 낙엽 등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월

동해 이른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산란은 봄과 가을에 2회, 40여개씩 땅속

이나 낙엽 아래에 산란한다. 유충은 약 60일 정도 지난 후 부화하여 즉시 섭

식활동을 할 수 있고, 5~6개월 후 길이 6㎝ 정도의 성충이 되어 발생된 생표

고를 갉아 먹으며 표고 품질을 크게 손상시킨다. 
약제처리시 섭식량이나 부착량이 적으면 죽지 않고 마비된 채로 며칠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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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 있다가 다습조건에서 소생한다. 따라서 재배장 주변을 정리하여 서식처

를 제거하고 재배장 바닥의 과습방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맥주 

또는 막걸리와 담배를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약제살포와 병행하여 처리하거

나 소금, 석회 등을 살포하여 기피하도록 하거나 유인제를 살포하기도 한다.

  

<그림 7-28> 민달팽이 가해모습

 나. 천공 및 식재성 해충

  (1) 털두꺼비하늘소(Moechotypa diphysis)

본 해충의 유충은 나무의 속껍질을 불규칙하게 식해하지만 표고균이 생장

한 부분은 좋아하지 않고 피한다. 산란은 신규버섯목에 5~8월까지 계속되며 

성충은 8~10월에 우화 탈출을 하고 나무의 내표피를 먹는데 버섯목을 세워

놓는 재배장에서는 그늘막으로 세워둔 나무를 좋아한다. 산란은 각종 활엽수

에 하는데 특히 참나무중 신갈나무 종류를 좋아하며 주로 직경 5~8㎝의 가

는 원목을 우선적으로 산란하여 가해한다. 산란 자리는 나무줄기에 해 옆

으로 눕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1세 는 보통 1년이다. 침입 부위는 톱밥 모

양의 배설 물질이 쌓이게 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버섯목

에서 소낙비 내리는 소리가 난다. 
버섯목 내부에 산란하여 가해하므로 한번 발생하면 방제가 거의 불가능하

다. 따라서 산란기에 방충망(건조망)으로 버섯목을 피복하고 4월부터 6월 초

순까지 살충제를 10~15일 간격으로 원목의 주변에 군데군데 살포하거나 미

달목 등을 접종목 주변에 방치하여 산란을 유인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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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단, 살충제는 버섯목 위에 직접 살포하지 말

아야 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임가에서는 방충망과 산란유인만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수분관리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표고균의 생

육을 원활히 하면 표고균이 피해부위까지 서서히 덮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그림 7-29> 털두꺼비하늘소 성장단계별 형태

             (A : 산란흔적, B-C : 애벌레, D : 탈출공, E : 성충)

BA

D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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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건조망) 살충제처리

  

솔수염하늘소 소범하늘소

<그림 7-30> 하늘소 예방법 및 기타 하늘소

  (2) 오리나무좀(Xyleborus germanus)

목재의 내부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나며, 연 2회 발생한다. 봄에 성충이 단

기간에 집중 발생하므로 피해가 크지만 여름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성충은 나무 표피에서 중심을 향해 0.8㎜ 
정도의 원형의 구멍을 내고, 향 찌꺼기 모양의 벌레 똥을 배출한다. 유충은 

집 속에서 균만을 먹고 생장한다. 방제법으로는 마른 나뭇가지 등의 기생원

목을 태워 없앤다. 우량 버섯목이 빨리 되도록 하며, 표고버섯균이 자라면 

점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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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오리나무좀 침입 흔적 및 성충

 다. 식부성 해충

  (1) 산맴돌이거저리(Plesiophthalmus nigrocyameus)

거저리과(Tenebrionidae)는 전 세계 약 16,00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

내에는 111종이 기록되어 있다. 거저리과 종들은 부분 몸이 아주 단단하고 

어두운 색을 가지며 수명이 길다. 부분 해질무렵 지표면이나 통나무 또는 

나무의 줄기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사

막에서 생활하는 종도 있다. 표고 버섯목에 주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종류

로는 산맴돌이거저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성충은 검은색, 등쪽은 엷은 남색 또는 구리빛의 광택을 가지고 있다. 유충

은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경화되고 등쪽은 광택이 있는 짙은 적갈색 또는 

흑갈색, 몸 아랫면은 회색, 복부끝부분의 제9배마디는 후방으로 경사가 졌고 

등쪽은 스푼모양으로 오목하다. 노숙 유충은 33㎜에 달한다. 성충은 5~8월에 

출현하며, 낮 동안은 어두운 곳에 숨어있고 야간에 활발하게 행동한다. 해충

의 번식장소가 되는 표고 균사생장이 불량하여 부후된 나무를 제거한다. 오

래된 버섯목일수록 피해가 많으며, 내부를 불규칙하게 이동하며 부식부분을 

먹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 강도를 극단적으로 약하게 함과 동시에 부패를 

촉진하여 버섯목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통풍과 채광을 양호하게 하고, 버섯

목을 너무 밀집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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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32> 산맴돌이거저리 성장단계별 형태

              (A : 침입 흔적, B : 유충, C : 번데기, D : 성충)

7  톱밥재배시 발생하는 주요 병해

 가. 생장경합형 병해

  (1) 페니실리움(Penicillium sp.)

페니실리움에 의한 톱밥배지 감염은 종균 접종시 및 배양기간 중의 경우가 

많으나 배양기간이 끝나고 배양기의 표면에 갈색피막이 형성된 후에도 감염

된다. 이 경우 피막에 생긴 상처나 자실체의 채취 부분이 침입 원인이 된다. 
페니실리움이 일단 톱밥배지에 침입하면 분생포자를 전면에 날려 퍼뜨리기 

BA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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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기에는 점과 같이 작은 균총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생장해서 융합

하고 결국엔 톱밥배지 전체가 페니실리움으로 뒤덮인다. 표고 균사에 한 

병원성은 아주 약하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병원성이 강한 해균의 2차 감

염을 받는 일이 있다. 또한 발생된 자실체의 갓이나 에 부착하여 품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고온다습의 환경을 좋아하여 재배사 안의 온도, 습도 조건이 적당하지 않

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량 번지게 되므로 수분 및 환기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실체를 채취한 자리의 상처 부위에 번식하고 피해를 주나 전혀 

상처가 없는 갈색 피막에서 감염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톱밥배지의 이동

시에는 갈색 피막을 상하지 않도록 자실체는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필요이상

의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한다. 재배사 안, 특히 종균 접종실 및 배양실 안을 

정기적으로 살균처리하고 살균등을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가끔씩 실

내의 오염정도를 조사하고 검출 농도가 높은 경우엔 즉시 철저한 살균처리가 

필요하다. 배양실이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온도는 20℃ 내외, 
습도는 70% 이하로 관리한다.

  

<그림 7-33> 페니실리움에 의한 피해 배지

  (2) 붉은빵곰팡이균(Neurospora sp.)

붉은 등색을 띈 곰팡이로 먹고 남은 옥수수의 속을 정원에 버려두면 잘 발

생한다. 표고 균사에 하여 특별한 병원성은 없지만 생장이 단히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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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톱밥배지에 감염되면 바로 배지 표면을 뒤덮어 버섯 균사의 생

장을 방해한다. 또한 분생포자는 약간의 바람에도 날려 퍼지기 쉽고 증식도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이 균이 발생하면 재배사 전체가 오염되게 되며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도 어렵다. 
감염은 톱밥배지 조제시 봉지가 찢어진 틈새나 종균접종시 감염되며 고온

과 다습을 좋아한다. 이 균이 발생한 톱밥배지는 분생포자의 비산에 주의하

면서 일단 고압살균을 한 뒤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7-34> 붉은빵곰팡이균에 의한 피해배지

 나. 균사살상형 병해

  (1) 푸른곰팡이병(Trichoderma spp.)

Trichoderma속 균은 미생물에 해 기생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항생물질

을 생성하는 특성 때문에 식물병의 생물학적 방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버섯 재배시에는 심각한 병원균으로 작

용하고 있고, 버섯 재배에 막 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은 양송이에도 막

한 피해를 주는데 1986년 영국의 아일랜드 지방에서 T. harzianum(T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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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ype)에 의한 푸른곰팡이병이 발생하였고, 북미에서도 1990년  초반에 

T. harzianum(Th4 biotype)에 의한 푸른곰팡이병이 발생하여 3,0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느타리 재배시 본 

해균이 발생하여 재배사의 구조, 재배형태, 시기, 과정 및 품종을 가리지 않

고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주었으며, 특히 베노밀에 한 약제

저항성 계통이(T. virens type)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표고 톱밥재배

에 한 관심이 집중되고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서 재배량이 증가할 경우 가

장 경계해야 할 해균이다. 
이 해균의 병원성은 계통에 의해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병원성이 큰 계통이 

침입하면 톱밥배지 전면에 빠르게 만연하여 표고 균사는 완전히 사멸하지만 

병원성이 약한 계통이 침입한 경우엔 표고 균총의 일부가 흑갈색의 피막을 

형성하여 균사에 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발생 초기에는 배지 위에 백색의 균총이 나타나 육안으로는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점차 배지표면을 뒤덮고 균총은 녹색가루 상태로 변하면서 배지

의 내부로 확 된다. 이 균의 병원성은 계통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강력해

서 표고 균사와의 사이에 선을 형성하는 일이 거의 없이 그 로 침입한다. 
특히, 톱밥배지의 수분이 많으면 단기간에 배지 전체에 만연하며 버섯파리

의 서식처가 되어 2차 오염을 유발하고 피해를 가중시킨다. 감염 초기부터 

톱밥배지는 약해져서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해도 쉽게 부서진다. 
감염은 재배봉지 또는 병 입구 부분의 물방울이 원인이 되는 경우와 배지

살균 후의 냉각시 또는 종균 접종시 감염되는 일이 많다. 특히 톱밥배지의 

수분함량이 필요 이상으로 높으면 배지의 냉각시 물방울이 생기기 쉽다. 배

양 중에 고온다습한 조건의 톱밥배지는 이 병원균의 감염을 받는 경우가 많

으므로 배양시 수분관리 및 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배지의 수분은 반드시 

50~60%로 조절하고 살균 후에 갑작스런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배

양실 안의 온도, 습도관리를 확실하게 하며, 재배사 안팎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표 고 재 배

284

  

<그림 7-35> 푸른곰팡이병균에 의한 피해 배지

8  톱밥재배시 발생하는 주요 충해

가. 식균성 충해

  (1) 버섯파리

버섯파리는 평상시에는 재배장 주위에서 여러 가지 균류를 먹고 생활하며, 
톱밥배지의 균사가 내는 향기에 성충이 유인되어 산란을 한다. 성충은 버섯

을 직접 가해하지는 않지만 각종 해균, 선충 및 응애 등을 매개 전파하여 간

접적인 피해를 주며, 이와 달리 유충은 균사를 섭식하며 직접적인 피해와 함

께 병해충을 매개 전파하는 간적접인 피해를 동시에 준다. 특히 유충은 버섯 

원기의 밑층에서 침입하여 갓의 내부를 식해하여 공동화한다. 
버섯파리의 성충은 모기 모습과 비슷하며 시아리드(Sciarid), 포리드(Phorid), 

세시드(Cecid)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시아리드 유충이 6~7㎜로 다른 유

충보다 크고, 포리드가 4㎜ 정도이며, 세시드가 2㎜로 가장 작다. 시아리드와 

포리드가 유충에서 번데기와 성충을 거치는 완전변태를 하는데 반해 세시드

는 환경조건이 좋을 때에는 유충이 교미 없이 유충을 낳는 유태생(幼胎生)을 

하므로 증식속도가 빠르며, 성충 발생이 극히 드물어 노란색의 유충을 보고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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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배지 재배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휴양기에 유충밀도가 높아지는 경향

이 있으므로 휴양기 및 발생기에 하우스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배시설로의 초기 침입방지, 유인등에 의한 유살, 환기구의 방충망 설치하

여 방제할 수 있다. 또한 푸른곰팡이병에 오염된 부분은 좋은 서식처가 되므

로 최 한 빨리 세척한 후 태양광에 건조시켜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배지의 침수작업은 톱밥배지에서 유충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림 6-36>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배지(상) 및 성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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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목재배와 톱밥재배의 비교

구분 원   목   재   배 톱   밥   재   배

이용수종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주로 참나무 종류를 이용하

여 재배

활엽수 등의 수종을 톱밥으로 

하여 이용가능

단위중량 원목 1본당 5~10kg 배지 1개당 1~3kg

배지의 균일 

및

균질성

산지의 비옥도등 생육조건

에 의하여 연륜 밀도, 심재

율 등이 다르므로 1본은 같

아도 전체의 형질은 다름

톱밥이나 칩톱밥 등, 배지 주원

료에 첨가물로 영양제를 가하여 

배지를 만드므로 균일하고 균질

함

재배면적 
평면적으로 눕히기나 세워

두기를 하여 대면적 필요

재배시설로 입체적으로 이용하

여 소면적에서 효율적으로 재배

가능

작업성,  

노동량

길이 1~1.2m, 직경6~15㎝

로 장대하여 기계화 한계, 

중노동

각형(20×15×12㎝), 봉형, 또는 

원통형배지(14×15㎝)로 기계화 

가능, 경노동, 능률적

재  배

난이도

표고 균을 수피가 보호, 관

리작업이 쉽고 자연기상조

건하에서 재배가 큰 실패 

없이 용이

골목과 같이 보호조직(수피)이 

없고 균 자신 피막으로 보호하

고 잡균침입이 쉬워 청정시설과 

치밀한 관리계획이 필요

시설 및

설비자금

주 시설은 버섯을 발생시키

는 재배사(겨울)등으로 소요

자금이 적음

작업장·배양실·발생실 및 기계설

비가 많아 소요자금이 많이 소

요됨



표 고 재 배

290

<표 2>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일관생산)
(배지 10,000개 재배/년)

구분 항목 평균(원)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비고

경

영

비

종균비 156,000 200,000 128,000 140,000 1. 경영유형

배지재료비 4,014,760 1,664,000 6,530,000 3,850,290
 생표고

 생산전업

약제비 39,920 25,000 44,750 50,000
2. 연간재배

   규모

광열.동력비 1,567,380 256,350 2,977,620 1,468,160
-대

(1.3k 70만개)

제 재료비 851,670 1,195,000 380,000 980,000
-중

(3.0k 20만개)

수선비 1,418,800 2,011,310 1,819,370 425,730
-소

(3.0k 6만개)

감가상각비
3.규모별 

  연간소득

-건물․시설 9,292,090 13,470,630 12,410,760 1,994,880
-대:

 947,373천원

-기계․기구 4,895,840 6,642,380 5,782,760 2,262,380
-중:

 238,098천원

고용노동비 3,378,860 1,668,570 2,628,000 5,840,000
-소:

  78,600천원

지불이자  2,388,000 1,216,750 3,613,840 2,333,400

경비합계 28,003,310 28,349,990 36,315,100 19,344,840
4.조사 :

 2005년

유통경비 4,350,370 3,716,100 5,780,000  3,555,000 5. 대상

합계 32,353,680 32,066,090 42,095,100 22,899,840 
국내 

선도농가(4)

조

수

익

생산량(kg) 8,900  5,700 12,000  9,000

단가(원/kg) 5,500 8,000 4,500 4,000

판매가(원) 45,200,000 45,600,000 54,000,000 36,000,000

소득 12,846,320 13,533,910 11,904,900 13,100,160

※ 1)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70%로 하고, 금리는 년 5%로 산출.
2) 고용 노동비는 일액단가(원)×고용일수×고용인원(인)으로 산출.
3) 수선비는 고정자산(건물, 시설, 기계)감가상각액(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로 계상함.
4) 자가 노동비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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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배지 구입생산) 

<표 3-1> 경영비 및 수익성 
(3kg배지, 10,000개 기준)

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경

영

비

배지구입비  15,000,000  1. 경영유형 : 생표고 생산 전업경영 

광열. 동력비 245,000  2. 재배조건 : 연중재배
1기 : 11~ 6月

2기 : 8~12月

약제비 3,000  3. 표준경영규모

수선비 181,990  3. 표준경영규모

감가상각비   가. 80평 발생하우스 6동에서 생산

- 건물.시설 1,757,000   나. 1동당 수용량
70평  : 8,000개

100평 : 12,000개

- 기계.기구 62,880   다. 총 수용량 : 52,000개

 고용노동비 1,025,000
  라. 1대 재배기간 

     : 180일(11-6), 150일(8-12)

 지불이자 952,000   마. 연간 회전수 : 5회전

  바. 년간 재배규모 : 50.000개

  (6개월마다 배지를 계획적으로 구입 재배),

  4. 가족노동력 : 2.0인 

  5. 주요 시설 및 기계 

 경    비 19,226,870  가. 발생하우스 1,585㎡(480평), 냉방기(1동)

 유통경비  4,560,000  나. 발생사 수막시설, 침수조, 수분주입 침봉기

합계 23,786,870  다. 저온저장고(5.5평), 건조기(1.5평)

조

수

익

생산물 수량 8,000kg  6. 주요 기술지표

평 균 단 가 4,500원   가. 배지당 중량 : 3.0kg

판  매  액 36,000,000원   나. 배지당 수확량 : 800g 이상

소득 12,213,130원   다. 생산버섯 A급 비율 : 60% 이상

※ 1) 차입금은 고정자산취득가격의 70%로 하고 금리를 년 5%로 산출함.
2) 가족경영으로 고용노동력의 의존율은 아주 적음.
3) 수선비는 건물, 시설, 기계 및 기구 상각비의 10%로 계상함.
4) 재배용 톱밥배지 구입은 생산자에 의함, 자가노동비는 포함하지 않음.
5) 이 경영모델에 의한 표고재배 총 소득 ; 12,213,130(원/만개)×5(만개) = 61,065,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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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작  업  명 노동시간
기계사용

시    간
작업수순 . 방법

∙ 배지전개 및 탈봉 40  대차, 인력 

∙ 발생처리 80  인력, 환풍기

∙ 재배환경관리 25  인력

∙ 냉방관리 30

∙ 버섯 수확 1,440  인력

∙ 선별 540  인력 

∙ 포장 45  포장기, 인력

∙ 출하 135  인력, 트럭

∙ 폐톱밥배지 처리 7  대차, 인력

∙ 2차발생처리(살수) 14

        (배지천공) 180

∙ 3차발생처리(비닐피복) 90

            (배지천공) 40

합     계 2,666

(333일)

※ 고용 노동비 : 41,000원×1인×25일=1,0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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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소모품비 

구분 품명 단위당 사용량 단위당 단가 금액(원)

 배지구입비  배양완료 배지 
10,000개

(3kg배지)
1,500원/3kg배지 15,000,000

  소계  15,000,000

 약제비  벤레이트수화제  0.2kg 150,000/kg 30,000

 소계 30,000

 광열 동력비  전기료 
3,324kw

*농사용(병)
36.1원/kw 120,000

 수도료
10HP(2대)

 *관정모터 교체
100,000/대 40,000

 가스료
2.8통(가정용)

*관리사
22,000/통 60,000

 연탄료
구공탄(3.5kg) 

84/개
300원/개 25,000

 소계 245,000

 수선비  건물 1 년 상각부담액의 10% 138,750

 시설 1 “ 36,950

 기계.기구 1 “ 6,290

 소계 181,990

합계 15,456,990

※ 배지구입비(1개) : 2.5kg배지 1,200원, 3.0kg배지 1,500원, 4.0kg배지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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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 

고  정  자  산  명
취득가액

(천원)

내용

연수

연상각액

(천원)

연상각액부담

비율(%)

연상각단위당부

담액(원)

건

물

 발생하우스

 (재배대 포함)

 - 1,584㎡(480평) 86,000 18 4,300 25.0 1,075,000

 관리사 

 : 49.5㎡(15평)
15,000 18 750 25.0 187,500

 저온저장고 

 : 18.2㎡(5.5평) 
10,000 18 500 25.0 125,000

 소계 111,000 5,550 1,387,500

시

설

 급수설비

 (지하수, 배관)
10,000 13 692 25.0 173,000

 전기설비(15kw) 4,000 13 277 25.0 69,250

 공조설비(20RT) 7,000 13 485 25.0 121,250

 전화설비 350 13 24 25.0 6,000

 소계 21,350 1,478 369,500

기

계

및

기

구

 운반용 대차 200 5 36 25.0 9,000

 냉장고 1,000 15 60 25.0 15,000

 발생처리용 침수통

 (15개)
450 10 41 12.5 5,130

 발생처리용 침봉기

 (200)
200 10 18 12.5 2,250

 가습 살수기(2대) 800 10 72 12.5 9,000

 기타 기기 1,000 5 180 12.5 22,500

 소계 3,650 407 62,880

합  계 136,000 7,435 1,819,880

<표 3-5> 유통경비

품목 단위당경비(원) 수량(개) 금액(원) 비고

 골판지상자 300원/개 2,000 600,000 1상자/4kg포장

 수수료(60%) 270/kg 8,000kg 2,160,000 판매금액의 6%

 운송료 20,000/1회 90회 1,800,000 운송회수 당 비용 

계  4,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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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연중 일관생산-소규모) 

<표 4-1> 경영비 및 수익 
(3.0kg배지, 10,000개 기준)

구분 항목 금액 (원) 비고

경

영

비

  
 1. 경영유형 

  : 배지분양, 생표고 재배 전업경영 

종균비 140,000  2. 재배조건 : 년중재배

배지재료비 3,850,290  3. 표준 경영규모

약제비 50,000    가. 1일 배지 생산량 : 1,200개

광열.동력비 1,468,160    나. 연간 재배규모 : 6만개

제 재료비 980,000
 3. 노동력 

  : 가족노동력 2인, 고용노동력 3인 

수선비 425,730  4. 주요시설 및 기계

감가상각비    가. 배양실(공조) : 594㎡(180평)

- 건물.시설 1,994,880    나. 발생실 : 3,70㎡(112평)

- 기계.기구 2,262,380    다. 재배용기기 1식

   라. 냉난방 가습기 등

고용노동비 5,840,000  5. 주요 기술지표 

지불이자 2,333,400    가. 1대 재배기간 : 180일

경비합계 19,344,840    나. 손실율 : 3.0%

유통경비 3,555,000    다. 1배지당 중량 : 3.0kg

합계 22,899,840     라. 1배지당 수확량 : 1,800g 이상 

조

수

익

생산 버섯량(kg) 9,000       (A급비율 1.2kg 이상)

평균단가(원/kg) 4,000

판매가격(원) 36,000,000

소득 13,100,160

1일당 가족노동보수

※ 1)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70%로 하고, 금리는 년 5%로 산출함.
382,868천원×0.7×0.05÷6(만개) = 2,233,400원. 

2) 고용노동비, 32,000원×365일×3인/ 6(만개) = 5,840,000원.
3) 자가노동비는 포함하지 않음.
4) 수선비는 고정자산(건물, 시설, 기계)감가상각액(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로 계상함 : 4,257,260원×0.1 = 425,730원.
5) 이 모델에 의한 총소득 : 13,100,160원(10,000개)×6 = 78,600,960원. 



표 고 재 배

296

<표 4-2> 작업별 노동시간

작  업  명 노동시간 기계사용시간 작업수순 . 방법

∙ 배지원료 혼합,  200 125  혼합기, 입봉기

 입봉 및 살균  상압부, 인력

∙ 접종 67  인력

∙ 배양관리 14 상시  냉난방기, 가습기

∙ 발생처리(입상) 준비 36  인력

∙ 발생작업(배지 천공) 96  인력

∙ 살수관리(배지 침봉주입) 384   살수기, 인력

∙ 버섯수확 600  인력

∙ 버섯선별. 포장. 출하 4,800  인력

∙ 폐배지 처리 16   대차, 인력

합     계
6,213

(777일)
125

※ 고용 노동비 : 32,000원× 365일× 3인/ 6(만개) = 5,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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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소모품비

구   분 품   명 단위당 사용량 단위당 단가 금액(원)

∙ 종균비  종균 
200병

(800cc/병)
700원/병 140,000

  소계  140,000

∙ 배지재료비  톱밥 15,000kg 218원/kg 3,270,000

 밀기울 2,700kg 126원/kg 340,200

 설탕 162.5kg 800원/kg 130,000

 석고 160kg 563원/kg 90,080

 탄산칼슘 30kg 667원/kg 20,010

 소계 3,850,290

∙ 약제비  알코올 100ℓ 10,000원/20ℓ 50,000

 소계  50,000

∙ 광열동력비  경유 1,042ℓ 480원/ℓ 500,160

 등유(난방용) 400ℓ 800원/ℓ 320,000

 전기료(농업용, 병)

 -계약 500kw경우
5,882kw  20.40원/kw 120,000

 가스료(지게차용) 24통(가정용) 22,000원/통 528,000

 소계 1,468,160

∙ 제재료비  재배봉지(P.P대) 10,000매 90원/매 900,000

 봉지결속 핀 10,000개 8원/개 80,000

 소계 980,000

∙ 수선비  건물 1식 1,150,000원×0.1 115,000

 시설 1식 844,880원×0.1 84,490

 기계 및 기구 1식 2,262,380원×0.1 226,240

 소계 425,730

합계 6,914,180

※ 수선비 : 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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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

고  정  자  산  명
취득가액

(천원)

내용

연수

연상각

액(천원)

연상각액부

담비율(%)

연상각단위당

부담액(원)

건

물

배양실 528㎡(160평), 128,000 18 6,400 12.5 800,000

접종 및 냉각실 66.0㎡

(20평)
32,000 18 1,600 12.5 200,000

준비 및 작업장198㎡

(60평)
24,000 18 1,200 12.5 150,000

☆ 총 규모 : 240평

소계 184,000 9,200 1,150,000

시

설

접종,배양,발생실 등 

공조설비
70,000 13 4,847 12.5 605,880

     (594㎡ : 180평)  

전기공사비 27,618 13 1,912 12.5 239,000

소계 97,618 6,759 844,880

기

계

 

및

기

구

톱밥운반용 지게차(2톤) 6,000 5 1,080 12.5 135,000

배지 운반용 지게차

(1.5톤)
5,000 5 900 12.5 112,500

클린벤치 3,000 5 540 12.5 67,500

콤푸레샤(air dryer 포함) 1,500 5 270 12.5 33,750

입봉기 1,000 5 180 12.5 22,500

혼합기(600ea/회) 12,000 5 2,160 12.5 270,000

배지운반 콘베어(1.5kw) 1,000 5 180 12.5 22,500

상압부(1,200ea용/회) 15,000 5 2,700 12.5 337,500

증기 보일러

(0.3톤, 0.2톤)
12,000 5 2,160 12.5 270,000

운반대차(살균용, 9대) 1,350 5 243 12.5 30,380

배지적재 팔레트

(42×40,000ea)
4,000 5 720 12.5 90,000

컨테이너(3,500×8,000개) 28,000 5 5,040 12.5 630,000

가습살수기(4대) 1,400 10 126 12.5 15,750

소형화물차(포터) 8,000 5 1,440 12.5 180,000

기타 기기 2,000 5 360 12.5 45,000

소계 101,250 18,099 2,262,380

합           계 382,868 34,058 4,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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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유통경비 

품목
단위당경비

(원)

수량

(개)

금액

(원)
비   고

  판지상자 250/상자 4,500 1,125,000  1상자/2kg포장

 수수료 200/kg 9,000kg 180,000  판매금액 5%

 운송료 500/박스 4,500 2,250,000  2kg포장/박스당

계 3,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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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연중 일관생산-중규모) 

<표 5-1> 경영비 및 수익 
(3.0kg배지, 10,000개 기준)

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경

영

비

   1. 경영유형 : 생표고재배 전업경영 

 종균비 128,000  2. 재배조건 : 연중재배

 배지재료비 6,530,000  3. 표준 경영규모

 약제비 44,750    가. 1일 배지 생산량 : 1,800개

 광열. 동력비 2,977,620
   나. 연간재배규모 : 200,000개

       (3kg배지)

 제재료비 380,000  3. 노동력 : 가족 3인, 상시고용 4인 

 수선비 1,819,370  4. 주요시설 및 기계

 감가상각비    가. 배양실(공조) : 2,310㎡(700평)

 - 건물.시설 12,410,760    나. 발생하우스 : 3,465㎡(1,050평)

 - 기계.기구 5,782,760    다. 재배용기기 1식

 제세공과금    라. 냉난방, 살수기 등

 고용노동비 2,628,000  5. 주요 기술지표 

 지불이자 3,613,840    가. 1대 재배기간 : 180일

 경비합계 36,315,100    나. 손실률 : 3%이하  

 유통경비 5,780,000    다. 1배지 당 중량 : 3kg

합계 42,095,100    라. 1배지당 수확량 : 1,200g 이상 

조

수

익

 생산물 수량(kg) 12,000        (A급 비율 40% 이상)

 평균단가(원/kg) 4,500 

 판매가격 54,000,000

소득 11,904,900

1일당 가족노동보수

※ 1)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70%로 하고, 금리는 년 5%로 산출함.
2,065,050천원×0.7×0.05÷20(만개) = 3,613,840원. 

2) 고용 노동비 : 36,000원×365일×4인÷20(만개) = 2,628,000원.   
3) 자가 노동비는 포함하지 않음.
4) 수선비는 고정자산(건물, 시설, 기계)감가상각액(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로 

계상함 : 18,193,520원×0.1= 1,819,370원.
5) 이 경영모델에 의한 표고 총소득 ;

11,904,900원(10,000개)×20(10,000개) = 238,0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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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작  업  명 노동시간 기계 사용시간 작업수순 . 방법

∙ 배지원료 혼합, 45  혼합기, 입봉기,  

 입봉 및 살균  고압부, 인력

∙ 접종    89  접종기, 인력

∙ 배양관리 55  냉난방기, 가습기

∙ 발생처리 준비 89  인력

∙ 발생작업 27  인력

∙ 버섯수확 569  인력

∙ 버섯선별, 포장 267  인력

∙ 버섯출하 10  인력, 트럭

∙ 폐배지 처리 72  대차, 인력

합계
1,223

(153일)

※ 고용 노동비 : 36,000원×365일×4인÷20(만개) = 2,628,000원/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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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소모품비

구분 품명 단위당 사용량 단위당 단가 금액(원)

종균비  종균(1800기준)
128병

(850cc/병)
1000원/병 128,000

  소계  128,000

배지재료비 톱밥 2kg/배지 300원/kg 6,000,000

  쌀겨(미강), 밀기울 0.3kg 150원/kg 450,000

 영양제 0.02kg 4,000원/kg 80,000

 소계 6,530,000 

약제비  알코올 12.5ℓ 1,500원/ℓ 28,000

 염소 0.2박스(훈증) 140,000원/박스 16,750

 소계 44,750

광열동력비 경유(배지제조) 1,000ℓ 면세유 651원/ℓ 651,000

       (난방용) 1,186ℓ 651원/ℓ 772,090

 전기료(농업용) 35,715kw 35원/kw 1,250,030

 휘발유(운반용) 210/ℓ 1,450원/ℓ 304,500

 소계 2,977,620

제재료비  재배봉지(P.P대) 10,000매 28원/매 280,000

 핀(재배봉지고정) 10,000개 10원/개 100,000

 소계 380,000

수선비  건물 1식 7,893,510원×0.1 789,360

 시설 1식 4,517,250원×0.1 451,730

 기계 및 기구 1식 5,782,760원×0.1 578,280

 소계 1,819,370

합계 11,879,740

※ 수선비 : 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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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

고  정  자  산  명
취득가액

(천원)

내용

연수

연상각액

(천원)

연상각액

부담비율

(%)

연상각단위당

부담액(원)

건

물

배양실 2,310㎡(700평), 700,000 18 35,000 12.5 4,375,000

발생하우스 3,465㎡(1,050평), 345,450 18 17,273 12.5 2,159,130

접종실, 냉각실 148.5㎡(45평) 67,500 18 3,375 12.5 421,880

준비 및 작업장990㎡(300평) 150,000 18 7,500 12.5 937,500

☆총규모: 6,913㎡(2,095평)

소계 1,262,950 63,148 7,893,510

시

설

접종,배양,발생실등 공조설비 350,000 13 24,231 12.5 3,028,880

 (2,310㎡ : 700평)

 전기공사비 140,000 13 9,693 12.5 1,211,630

 수도공사비 32,000 13 2,216 12.5 277,000

소계 522,000 36,138 4,517,250

기

계

 

및

기

구

고속톱밥체(소형) 3,500 5 630 12.5 78,750

톱밥제조기 70,000 5 12,600 12.5 1,575,000

톱밥운반용 로다 16,000 5 2,880 12.5 360,000

클린벤치(2대) 9,000 5 1,620 12.5 202,500

콤푸레샤(air dryer포함, 2대) 12,000 5 2,160 12.5 270,000

대차(200조) 44,000 10 3,960 12.5 495,000

발생처리용 침봉기(5,000개) 500 10 45 12.5 5,630  

입봉기(1대) 7,000 5 1,260 12.5 157,500

혼합기(2대/ 1,700개/회) 19,000 5 3,420 12.5 427,500

톱밥운반콘베아 1,300 5    234 12.5 29,250

고압부(소2, 대1) 7,900 5   1,422 12.5 177,750

증기 보일러(0.5톤, 3대) 33,000 5   5,940 12.5 742,500

기름 탱크(1,000ℓ용) 500 7     65 12.5 8,130

운반대차(살균용, 30대) 3,000 5    540 12.5 67,500

포장기 5,000 5    900 12.5 112,500

고압분무기(2대) 1,400 10    126 12.5 15,750

화물차(대형1, 소형1) 42,000 5   7,560 12.5 945,000

기타 기기 5,000 5    900 12.5 112,500

소계 280,100 46,262 5,782,760

합계 2,065,050 145,548 18,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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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유통경비

품목 단위당 경비(원) 수량 금액(천원) 비고

 플라스틱상자 2,500원/개 800개 2,000  1상자/15kg 포장

 수수료(운송료포함) 315원/kg 12,000kg 3,780  판매금액의 7%

계 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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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고톱밥재배 경영비 및 수익성(연중 일관생산-대규모) 

<표 6-1> 경영비 및 수익 
(1.3kg배지, 10,000개 기준)

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경

영

비

  1. 경영유형 : 생표고 재배 전업경영 

 종균비 200,000  2. 재배조건 : 연중 재배

 배지재료비 1,664,000  3. 표준 경영규모

 약제비 25,000    가. 1일 배지 생산량 : 10,000개

 광열 ․ 동력비 256,350    나. 연간 재배규모 : 700,000개

                      (1.3kg배지)

 제 재료비 1,195,000  3. 노동력 : 가족 2인, 고용 10인 

 수선비 2,011,310  4. 주요시설 및 기계

 감가상각비   가. 배양실(비 공조) : 1,320㎡

                       (400평)

 - 건물 ․ 시설 13,470,630   나. 발생실(비닐하우스) : 19,800㎡

                         (6,000평)

 - 기계 ․ 기구 6,642,380   다. 재배용기기 1식

 제세공과금   라. 일부 난방, 살수장치 등

 고용노동비 1,668,570  5. 주요 기술지표 

 지불이자 1,216,750   가. 1대 재배기간 : 365일

 경비 합계 28,349,990   나. 손실률 : 2%  

 유통경비 3,716,100   다. 1배지당 중량 : 1.3kg

합계 32,066,090   라. 1배지당 수확량 : 500g 이상 

조

수

익

 생산물 생산량(kg) 5,700                 (A급비율 70% 이상)

 평균단가(원/kg) 8,000

 판매가격(원) 45,600,000

소득 13,533,910

1일당 가족노동보수

※ 1) 차입금 : 고정자산 취득가격의 70%, 금리는 연 5%로 산출함.
2,433,500천원×0.7×0.05÷70(만개) = 1,216,750원/1만개

2) 고용노동비 : 32,000원×365일×10인/70(만개) = 1,668,570원/1만개

3) 자가 노동비는 포함하지 않음.
4) 수선비는 고정자산(건물, 시설, 기계)감가상각액의 10%로 계상함.

20,113,010원×0.1=2,011,310원
5) 이 경영모델에 의한 표고 총소득

13,533,910(원/10,000 배지)×70(10,000봉지) = 947,3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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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작업별, 월별 노동시간

작  업  명 노동시간 기계사용시간 작업수순 . 방법

∙ 배지원료 혼합, 64 16  혼합기, 입봉기,  

 입봉 및 살균  고압부, 인력

∙ 접종    40  접종기, 인력

∙ 배양관리 64  냉난방기, 가습기

∙ 발생처리 준비 16  인력

∙ 발생작업 24  인력

∙ 살수관리 16  살수기, 인력

∙ 버섯수확 8  인력

∙ 버섯선별, 포장, 160  인력, 포장기, 트럭

 출하

합계 392(49일) 16

※ 고용 인건비 : 32,000원×365일× 10인/ 70만개 = 1,668,570원/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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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소모품비 

구   분 품명 단위당 사용량 단위당 단가 금액(원)

∙종균비  종균 200병(1,000cc/병) 1,000원/병 200,000

  소계  200,000

∙배지재료비  톱밥 525포(23kg/포) 4,000원/포 2,100,000

 쌀겨(미강) 27포(20kg/포) 5,500원/포 148,500

 면실피 9포(50kg/포) 300원/포 148,500

 석회 12.5kg 350원/kg 4,380

 탄산칼슘 25.0kg 7,000원/kg 175,000

 소계 1,664,000 

∙약제비  알콜 1병(500cc) 5,000원/병 5,000

 과망간산나트륨 2병(1,000cc) 10,000원/병 20,000

 소계 25,000

∙광열동력비  경유 375ℓ 650원/ℓ 243,750

 전기료(농업용)

 -계약 500kw경우
360kw 35원/kw 12,600

 소계 256,350

∙제 재료비  재배봉지(P.E대) 10,000매 20원/매 200,000

 솜마개용 면솜 40kg/포 280원/kg 11,200

 솜마개용 링 10,000개(70% 회수) 40원/개 400,000

 배지전개용 바트 834개(80% 회수) 700원/개 583,800

 소계 1,195,000

∙수선비  건물 1식 13,081,250원×0.1 1,308,130

 시설 1식 389,380원×0.1 38,940

 기계 및 기구 1식 6,642,380원×0.1 664,240

 소계 2,011,310

합계 5,351,660

※ 수선비 :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연 상각단위당 부담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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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비

고  정  자  산  명
취득가액

(천원)

내용

연수

연상각액

(천원)

연상각액

부담비율

(%)

연상각단위당

부담액(원)

건

물

배양실  1,320㎡(400평) 200,000 18 10,000 12.5 1,250,000

발생실(비닐하우스) 1,200,000 18 60,000 12.5 7,500,000

 - 19,800㎡(6,000평)

접종실  99㎡(30평) 33,000 18 1,650 12.5 206,250

저온저장고 231㎡(70평) 210,000 18 10,500 12.5 1,312,500

재료준비 및 작업장 450,000 18 22,500 12.5 2,812,500

 - 990㎡(300평)

☆총규모 : 22,440㎡

          (6,800평) 

소계 2,093,000 104,650 13,081,250

시

설

전기공사비 35,000 13 2,423 12.5 302,880

수도공사비 10,000 13 692 12.5 86,500

소계 45,000 3,124 389,380

기

계

및

기

구

톱밥운반용 로다   100,000 5 18,000 12.5 2,250,000

콤푸레샤(air dryer 포함)    1,500 5 270 12.5 33,750

입봉기   12,000 5 2,160 12.5 270,000

혼합기(2세트) 50,000 5 9,000 12.5 1,125,000

고압부

(2,300병/회, 자동제어)
  25,000 5 4,500 12.5 562,500

증기 보일러(0.3톤)   70,000 5 12,600 12.5 1,575,000

중유탱크(2,100ℓ)    1,000 7 129 12.5 16,130

운반대차(살균용, 32대)   20,000 5 3,600 12.5 450,000

소형화물차(포터) 6,000 5 1,080 12.5 135,000

기타 기기 10,000 5 1,800 12.5 225,000

소계 295,500 53,139 6,642,380

합계 2,433,500 160,913 20,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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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유통경비 

품목 단위경비(원) 수량(개) 금액(원) 비고

플라스틱상자

수수료

운송료

3,300/상자

320/kg

2,000/상자

357

357

1,178,100

1,824,000

714,000

1상자/ 16Kg입

판매금액의 4%/Kg

포장/1상자

계 3,71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