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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송이균을 접종하여 균근을 형성시킨 소나무 묘목을 실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 송이 균근이 이탈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실내에서 형성한 송이균 접종 소나무 배지의 초기 토양구조를 유지하며 수분을

공급하고자 배양병의 아래에 구멍을 뚫어 화분형태로 변형을 시킨 후 8종류의 급수방식을 시도하였다. 증류수만을

공급한 경우에는 송이 균근이 이탈되었지만, 2.5% PDMP(24 g potato dextrose broth, 3 g malt extract, 1 g peptone)

용액이나 0.5% Tween 80 용액을 2주 간격으로 관수한 경우에는 3개월의 순화처리 이후에도 송이 균근이 강한 활성

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화기간동안 송이 균근 형성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순화 성공률은 70% 수준에 이르렀

다. 금후 송이를 접종한 소나무 묘목은 이러한 순화처리 과정을 거쳐서 균근을 안정시킨 후 현지에 이식하는 방법

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Abstract: Trials to find a method for overcoming the depletion of Tricholoma matsutake mycorrhiza from the

artificially inoculated pine seedling (Pinus densiflora) when it is transplanted in situ were carried out. The

culturing jars containing mycorrhizal seedlings were punched at the bottom to make the jar like a pot with

keeping the soil structure of the original medium in vitro, and 8 kinds of irrigation solution were applied.

Irrigation of distilled water caused disappearance of T. matsutake mycorrhizae, but biweekly irrigation of 2.5%

PDMP (24 g potato dextrose broth, 3 g malt extract, 1 g peptone) solution or 0.5% Tween 80 solution until 3

months of acclimation could keep mycorrhizal association stronger. The percentage of mycorrhizal roots out of

total length of roots was increased during the acclimation, and the acclimation rate reached up to 70%. Thus,

we recommend that the mycorrhizal pine seedlings inoculated with T. matsutake would be acclimated before

transplanting into the field.

Key words : Tricholoma matsutake, Pinus densiflora, mycorrhiza, acclimation, PDMP, Tween 80

서 론

송이(Tricholoma matsutake)의 인기가 매우 높은 일본에

서는 송이 재배를 위하여 송이 포자, 송이 자실체, 토양의

송이 균사체 덩어리, 송이 균환 전방에 소나무를 식재하

여 생산한 송이균 감염 소나무의 이식 등 다각적인 연구

를 진행하였지만(富永, 1978; 浜田과 小原, 1984; 小川과

伊藤, 1989) 실제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현

재까지 없다. 국내에서도 기존 송이균을 이용한 유사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서 송이균 감염 소나무를 생산하는 방식 및 이식 시기 등

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었다(가강현 등, 2006).

하지만, 이 방법도 여전히 기존의 송이 균환을 이용하지

만 100%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며 무거운 송이 감염묘 분

(盆)을 인력으로 옮겨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현

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산림노

동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험실 내에서 효율적

으로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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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송이 균사를 대량 배양하여 이를 활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Kawagoe 등, 1999; 이위

영 등, 2003; 2006), 대량 배양된 송이균을 소나무 종자발

아 묘목에 접종하여 ‘송이가 들어있는 소나무’를 만들려

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衛藤, 1990; Wang 등,

1997; Yamada 등, 1999; Vaario 등, 2000; 가강현 등,

2002, 2008; 천우재 등, 2003). 특히, 최근에는 송이 균근

형성률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하여 송이 접종목을 만들기

위한 우량 균주의 선발도 있었는데(가강현 등, 2008), 아

직까지 산업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실험실 내에서는 소나무 묘목에 송이

균근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지만, 실외로 옮길 경

우에는 송이균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

찌감치 송이가 접종된 소나무 묘목을 만들었던 Yamada

등(2001)도 균근이 형성된 소나무를 화분에 이식하고 증

류수만 2주 간격으로 공급하였을 때 다른 균근은 9개월

이상 버티지만, 송이 균근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라지거

나, 4개월 밖에 버티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

소나무에 송이균 접종을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야

외로 가지고 나갈 경우 송이균이 사라지는 현상을 극복하

지 못한다면, 송이균 접종묘목의 실질적인 활용은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이균 접종

소나무 묘목의 순화처리를 통하여 실험실 외부에서 송이

균근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송이 접종 소나무 묘목의 생산

실내에서 무균 배양한 소나무의 생산 및 송이균 접종은

가강현 등(2008)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1.2 L 조직

배양병에 마사토양 600 mL를 넣은 후, pH 5.5로 조절된

PDMP 배지(24 g potato dextrose broth, 3 g malt extract,

1 g peptone)를 4배로 희석한 용액을 60 mL(토양 용적량

의 1/10)씩 넣어 고압멸균 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토양배

지에 무균상태에서 발아시킨 소나무를 2본씩 이식하고

15~20일을 경과하여 안정화 시킨 후, 액체 배양한 송이균

5 mL를 소나무 유묘 주변 2 cm이내 거리의 4방위 및 중

앙에 각각 1 mL씩 접종하였다. 접종묘는 20~25oC, 24시

간 광조건(2,000~5,000 lux)에서 배양하였다.

본 연구는 접종 성공률, 균근 활착정도 파악을 위하여

배양병에서 키운 접종묘목 약 300개가 소요되었는데, 매

회 약 100개 수준의 배양병을 준비하며 2~3개월 간격으

로 지속하였으므로 초기 접종묘목을 생산하는데 약 9개월

(2003년 11월~ 2004년 7월)이 소요되었다.

송이균을 접종하고 20~28개월간 조직배양실에서 양육

한 송이 접종 소나무 묘목의 15%에 해당하는 45개를 대

상으로 균근 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육안으로 노

출된 소나무 뿌리에 송이 균근이 형성되었는지 개괄적으

로 검토하고 배양병을 깨뜨려 송이 특유의 냄새를 확인한

후, 소나무 뿌리를 토양에서 분리하여 관찰하였다. 해부현

미경(x20) 아래에서 전형적인 송이 균근의 모습을 확인한

후, 모든 뿌리를 대상으로 균근이 형성된 부분의 길이를

측정하여 전체 뿌리 길이 대비 균근 형성 비율을 다음 식

과 같이 계산하였다.

2. 실외 순화처리

실외 순화처리는 차광막과 비닐로 만든 간이 온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시설 내부의 온도 및 습도는 디지털 온·

습도계로 측정하였다. 순화처리는 봄철에 이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 3월 21일에 조직배양실에서 배양

하던 접종묘를 옮겨놓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였고, 한낮의 조도는

20,000 lux 이하로 유지하였다.

Yamada 등(2001)의 결과나 본 연구팀의 예비실험을 통

하여 송이 균근이 형성된 소나무 묘목을 멸균 토양을 기

본으로 하는 화분에 이식할 경우, 소나무와 송이의 공생

관계가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제대로 유지되

지 않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송이 균근

이 형성된 토양의 이화학적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배

양병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다만, 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수 및 배수처리가 가능한 구조를 만

들기 위하여 배양병 하단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

고 실리콘 관(Φ4.5 mm)을 연결한 후 실리콘관의 끝 부분

을 클립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1).

균근 형성 비율(%) =
균근형성 부위의 길이

 × 100
전체 뿌리의 길이

Figure 1. The culturing jar used for the acclimation of pine
seedlings inoculated with Tricholoma matsutake.



송이균 접종으로 외생균근을 형성한 소나무 묘목의 PDMP  및 Tween 용액 처리에 의한 순화 359

변형된 유리 배양병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은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류수만을 공급한 대조구와 Tween

80 처리구, 기존 송이 배양용 액체배지 처리구 등이었다.

계면활성제인 Tween 80은 관수로 공급되는 수분이 송이

접종 소나무 뿌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배양액을 희석하여 공급한 것은 송이균에게 기

존의 배양조건과 유사한 영양분을 제공하여 사멸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었다.

순화과정 초기(6주간)에는 배양병 뚜껑을 열고 메스실

린더를 이용해서 처리별 용액을 급수한 후 바로 뚜껑을

닫았으며, 급수가 끝난 후에는 배양병 하단에 연결한 실

리콘관의 클립을 열어서 3시간 정도 배수해 준 다음 다시

클립으로 밀봉하여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급수는 배양병

내의 토양이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주 간격으로

급수처리를 하였으며, 매회 급수량은 45 mL 이었다.

급수를 실시하면서 배양병의 오염여부에 대하여 육안

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주가 경과한 시점에 모

든 배양병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정밀 조사하였다. 6주 경

과 이후에는 토양표면이 오염된 배양병은 모두 폐기하고

깨끗한 배양병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이시설의 차광막을

벗겨내고 자연광에 배양병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 때 배

양병 내부온도 상승 방지를 위하여 배양병 뚜껑을 제거하

였으며, 실리콘관의 클립도 모두 개방하여 일반 화분과 비

슷한 조건을 유지하였다. 급수는 12주 시점까지 매 2주 간

격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근근 형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송이 접종 소나무의 균근 형성

비율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각 처리별로 각각 8개의 반복

(총 64병)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송이균 접종 소나무의 균근 형성 비율

2년 내외의 기간동안 조직배양실에서 소나무를 키운 배

양병 내의 토양은 25.1±0.4oC의 조건에서 7.6±0.3%의 수

분함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배양실에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을 제공하였으므로 유리병 속의 토

양은 배양실의 실내온도(23oC 내외)에 비하여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편, 접종 초기의 함수율이 20~23% 수

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나무의 생육에 따라 수분함량

의 감소가 일어난 후 더 이상 수분이 공급되지 않음에 따

라 최소한의 여건에서 소나무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음

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직배양실 내에서 무균 조건으로 접종묘 생산을 시도

했지만, 22.2%(10병/45병)에 해당하는 배양병이 다른 균

에 의하여 오염되었다. 오염의 대부분은 Penicillium sp.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접종과정에서 공기 중의 균이 오염원

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률은 연구

자의 숙련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며, 토양의 멸균시간

을 늘리면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

구결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지만, 초기의 오

염률(약 30%)에 비하여 후기에 접종한 경우에 오염률(약

15%)이 더 낮아지고 있어서 접종과정에서의 오염률은 철

저한 멸균과정과 접종자의 숙련도에 의해 10% 미만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염되지 않은 배양병 중 54.3%(19병/35병)에서 균근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로 배양병

의 표면에 균근이 형성된 모습이 나타나 육안으로도 쉽게

균근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Table 1. Composition of irrigation water for acclimating pine

seedlings inoculated with Tricholoma matsutake.

No. Composition No. Composition

1 Distilled water(DW) 5 DW + Tween 80(2.5%)

2 DW + Tween 80(0.02%) 6 DW + PDMP(2.5%)

3 DW + Tween 80(0.1%) 7 DW + PDMP(0.25%)

4 DW + Tween 80(0.5%) 8
DW + Tween 80(0.5%) +

PDMP(2.5%)

Figure 2. The roots of Pinus densiflora inoculated with
Tricholoma matsutake (the arrows indicate the ectomycorrhizal

roots).

Figure 3. The percentage of mycorrhizal roots out of total
length of roots for each pine seedlings about 20~28 months

after mycorrhizal inoculation with Tricholoma matsu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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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근 형성이 확인된 접종묘의 총 뿌리길이에서 균근이 형

성된 부분의 길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3.6±0.5%(0.2~15.7%)

이었으며, 뿌리 총 길이와 균근의 형성비율은 뚜렷한 상

관관계가 없었다(Figure 3). 따라서 묘목의 뿌리 길이

(150~1,315 mm)와 균근 형성 여부가 상관이 없다면, 뿌리

가 길수록 균근이 형성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

로, 균근의 안정적인 활착을 위해서 뿌리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순화처리 과정의 오염문제

순화처리를 실시한 온실의 온도는 2~35oC(평균 16.2oC),

습도는 7~100%(평균 65.0%)의 범위로서 외부와 비슷하

게 일교차가 매우 컸다. 하지만 냉해나 열해를 입을 수 있

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비교적 높은 습도로 인하여

Trichoderma sp. 등 각종 곰팡이류가 번식하기 쉬운 조건

이었다. 순화처리 초기에는 오염균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

지만 4주가 넘어서면서 푸른색의 오염균이 배양병 내 토

양표면을 덮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내배양 시 오염의 대부분이 Penicillium sp.에 의해 발

생되고 주로 잎보다는 토양표면에서 발견되었지만, 순화

처리에서는 대부분의 오염이 Trichoderma sp. 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토양표면에서 시작한 오염균이 소나무 잎

까지 전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Figure 4). Trichoderma

sp. 등의 오염균이 번성하게 된 것은 뚜껑이 닫힌 밀폐된

환경에서 높은 온습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6주

가 경과한 이후에는 배양병을 완전히 개방하였다. 이 후,

Trichoderma sp.에 의한 오염이 많이 줄어든 반면, 토양표

면에 이끼가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원인은 6주

까지는 외부와 격리된 환경이 오히려 단일 균의 번식에

도움을 준 반면, 격리조치가 해소된 이후에는 외부 공기

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양한 생물의 경쟁체제가 형

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양병의 뚜껑이 좁으

므로 다른 씨앗의 유입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끼류가 개척

식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송이균 배양용 배지(PDMP)의 농도를 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첨가한 경우(6번 처리구)는 증류수만 공급했던

대조구(1번 처리구; 오염률 56.3%)에 비하여 오염이 심하

게 나타났지만(오염률 75.0%), 0.25% 수준으로 공급한 경

우(7번 처리구)에는 오염률이 낮았다(오염률 37.5%). 또한,

Tween 80을 각각 0.02%와 0.1%로 희석하여 처리(2번 및

3번 처리구)한 배양병에서는 대조구에 비하여 오염되는

확률이 더 낮거나 같았다(오염률은 각각 50.0% 및 56.3%).

즉, 오염을 고려한다면 증류수만을 넣어주거나 매우 낮은

농도의 송이 배양액(0.25% 수준), 또는 Tween 80과 같은

계면활성제를 희석하여(0.1% 이하) 급수해 주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순화과정 중 일부 처리구에서는 묘목이 고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8번 처리구의 경우 고사율은 12.5%에 이

르렀다(Figure 5). 하지만, 고사한 묘목은 순화처리 전에

실내배양 단계부터 비교적 활력이 약했던 개체이었으며,

실내배양 단계에서 건강했던 묘목이 순화처리 중 오염균

등의 영향으로 고사한 예는 없었다.

3. 순화처리 성공여부

12주가 경과된 시점에서 각 처리별로 8개씩의 배양병을

깨뜨려 조사한 결과, 1번(증류수만 공급한 처리구)과 2번

(0.02% Tween 80 처리구), 그리고 8번(0.5% Tween 80

및 2.5% PDMP 처리구)을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송이

균근이 각 처리별로 차이는 있지만 남아 있었다(Table 2).

토양 표면에 이끼나 일부 오염균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12

주간 순화처리를 한 배양병 중 균근이 남아있는 병은

Figure 4. The contaminant (Trichoderma sp.) occurred on soil

surface in the jar containing a pine seedling during acclimation

in a greenhouse.

Figure 5. Contamination rate of culturing jars until 6 weeks

of the acclimation. The legend of treatments is the same as

indicated on Table 1. The numbers on each bar indicate
contamination rate of each treatment.



송이균 접종으로 외생균근을 형성한 소나무 묘목의 PDMP  및 Tween 용액 처리에 의한 순화 361

17.2%(11병/64병)로서 순화처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균

근 형성률이 54.3%이었음을 감안하면, 순화 성공비율은

31.7%(11병/34.75병)에 이른다. 4번(0.5% Tween 80)과 6

번(2.5% PDMP) 처리구는 37.5%(3병/8병)가 강한 활력의

송이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순화성공률은 69%(순화 후

균근 형성율 37.5%/순화초기 균근 형성율 54.3%)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4번 처리구는 토양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던 것들 모두에서 송이 균근이 확인되었다.

Vaario 등(2002)은 소나무 수피를 이용한 실내 균사배양에

서 Tween 80과 Tween 40을 0.5% 수준으로 희석하여 첨

가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하여 55% 이상의 균사 생장효과

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4번(0.5%

Tween 80) 처리구에서 송이 균근의 활력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5번(2.5% Tween 80) 처리구에서는

오염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0.5% 수준에서 적정 처

리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물만 공급하는 방식(1번 처리구)이나 극히 미량

의 Tween 80(0.02%, 2번) 처리는 잡균의 오염은 낮았지만,

송이 균근의 안정화에는 미흡함을 나타내어 송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식(6번 처리구)

과, Tween 80과 같은 계면활성제 등을 통하여 송이의 수

분조건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순화처리에서 병행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송이 균근이 소수성

을 띠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허태철 등, 1999; 구

창덕 등, 2003; 2007), 송이의 순화과정에서는 수분과 양

분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한편, 토양표면에 이끼나 Trichoderma sp.에 의한 오염

이 있는 경우에도 송이 균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번(2.5% PDMP) 처리구는 오염률이 매우

높았지만(80%), 균근이 형성되어 있는 비율(37.5%; 3병/8

병)도 가장 높았으며, 이 중 2개는 토양에 이끼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송이 향을 나타내며 송이 균근

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토양표면의 오염이 반드시

송이 균근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

는데, 이는 균근 주변의 오염이 일어날 경우 송이균의 활

력도 급격히 쇠퇴한다고 보고한 衛藤(1992)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즉, 토양표면의 문제와 균근이 형성

되어 있는 지중부의 여건은 꼭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주 경과시점에

토양표면에 푸른곰팡이 등의 오염이 일어난 배양병을 모

두 폐기시켰는데, 토양표면에 오염균이나 이끼류가 나타

난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여겨진다.

순화처리 12주가 경과된 송이균 접종묘에서 균근 형성

률을 조사한 결과, 10~100 mm길이의 뿌리에 송이 균근의

77.4%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균근 형성이 확인된 접종묘의

총 뿌리길이에서 균근이 형성된 부분의 길이는 30.4±5.41%

(3.49~81.48%)로 실내에서 합성한 무균배양 접종묘의 균

근 형성 비율(3.6±0.5%)보다 훨씬 늘어났다(Figure 6). 즉,

순화처리 과정을 통하여 뿌리의 발달과 더불어 균근의 활

력이 매우 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들 균근은 주로 묘목의 지상부와 가까운 부분, 송이균을

접종했던 부위에 밀집해 있었다. 즉, 송이균의 토양 내 이

동성이 극히 낮은 상태로서 송이균 접종 시 이 점을 감안

하여 토양의 심층까지 균을 주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있었다.

결 론

송이균을 접종하여 균근을 형성시킨 소나무 묘목을 생

산하여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이식한다면 새로운 송

이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송이균을

접종한 소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이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면 산불 피해지 등을 새

로운 송이산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송이균 접종 소나무의 생산은 가능하지

Figure 6. Mycorrhizal formation rate in the roots of pine

seedlings by root length.

Table 2. The rate of mycorrhizal formation on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oculated with Tricholoma matsutake after 12
weeks of acclimation.

Treat†

Number of bottles with 
mycorrhizal roots of 
T. matsutake from 8
observations (rate)

Practical acclimation rate 
calculated with consider-

ing inoculation rate‡

1 - -

2 - -

3 2 (25.0%) 46%

4 3 (37.5%) 69%

5 1 (12.5%) 23%

6 3 (37.5%) 69%

7 2 (25.0%) 46%

8 - -

†Treats are illustrated on Table 1.
‡The inoculation rate of pine seedlings with T. matsutake was
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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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를 현지에 이식하면 송이 균근이 없어져 새로운 송

이 균환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이균 접종 소나무의 순화처리를

시도하였으며, 송이균 접종묘목의 토양조건을 유지한 채

2.5% PDMP 용액이나 0.5% Tween 80 용액을 2주 간격

으로 관수할 경우 3개월의 순화처리 이후에도 송이 균근

이 강한 활성을 띠고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후 송이균을 접종한 소나무 묘목을 생산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순화처리 방식 등을 적용하여 송이 균근을 안정시

킨 후 현지로 이식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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