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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초액의 첨가가 고체 및 액체배지에서의 표고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고체배지에서는 첨

가한 목초액의 종류와 표고 균주들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통식 목초액은 대체로 희석농도 500배 이하에서 균

사생장을 억제하였고 1000~2000배에서는 균사생장을 촉진하였으나 기계식 목초액의 경우는 대체로 10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을 억제하였고 2000배에서는 촉진하였다. 액체배지의 경우에는 전통식, 기계식 목초액 모두 희석농도 2000

배에서 균사생장을 촉진하였고 500배 농도에서 억제하였다. 목초액을 농도별로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한 표고 균주

를 참나무 원목에 접종하였을 경우, 산조 302호는 2000배, 산림2호 및 3호는 4000배의 희석농도 배지에서 배양한 균

주가 목재부후력과 침투력에서 우수하였고, 목재부후력과 침투력의 정도는 비례하였다. 목초액의 처리가 표고재배시

문제가 되는 병원성 균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전통식 목초액은 50배 희석농도에서 푸른곰팡이 균주의 생

장을 모두 억제하였고, 기계식 목초액은 균주에 따라 50배~5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을 억제하였다. 주홍꼬리버섯에

대하여 전통식 목초액은 5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을 억제하였고, 기계식 목초액은 500배 이하에서 억제하였으며 100

배 희석농도에서 80%, 50배에서 100% 억제하였다. 골목의 목초액 농도별 침수처리에 의한 표고 자실체의 생중량 및

건중량은 모든 처리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적 증가를 보였으나 특히 250배 희석농도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하였

다. 목초액을 희석 농도별로 처리하여 생산한 버섯을 10oC에서 10일간 저장한 후에 조직분석기(Texture analyzer)를

사용하여 전단력을 측정한 결과, 250배 희석농도 처리에 의하여 생산된 버섯이 조직감이 가장 우수하였다. 저장 전

후의 버섯함수율은 희석농도별로 유의적 변화가 없었다.

Abstract: Mycelial growth of Lentinula edodes on solid or liquid culture media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wood vinegar or mushroom varieties used.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inhibited mycelial growth of L. edodes at
the dilution level of less than 5×10−2, but stimulated at 10−3 to 2×10−3. Wood vinegar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inhibited at 10−3, but stimulated at 2×10−3. In liquid culture media, both wood vinegar
inhibited at 5×10−2, but stimulated at 2×10−3. Sanjo-302-ho grown in liquid culture media at 2×10−3, and Sanrim 2
and 3-ho grown at 4×10−3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of wood decay (DWD) and growing ability within wood
(GAWW) when these isolates were inoculated onto oak wood logs. TWV completely inhibited mycelial growth of
green mold fungi, Trichoderma species, tested at 5×10−1 dilution level, while MWV inhibited at 5×10−1 to 5×10−2

dilution level. For Diatrype stigma, TWV inhibited mycelial growth at the dilution level of less than 5×10−2, while
MWV did 80% of mycelial growth at 10−2, and 100% at 5×10−1 dilution level. Fresh and dry weight of fruiting
bodies harvested after soaking of wood logs into wood vinegar solution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and were the highest at 2.5×10−2 dilution level. Storage test of fruiting bodies at 10oC for 10 days
showed that fruiting bodies harvested after soaking in the solution with 2.5×10−2 dilution level showed the best
freshness by general test and color changes. In addition, shear force value of L. edodes fruiting bodies measured
by using texture analyzer showed that 2.5×10−2 dilution level was the best concentration for keeping flesh texture.

Key words : Diatrype stigma, Lentinula edodes, fruiting body production, mushroom quality, oak wood vinegar, texture

analyzer, Trichoderma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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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럽에서는 17세기경 목재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목초

액으로부터 알코올(에탄올, 메탄올), 목타르(목재 방부제

로 사용), 화학약품 등을 추출, 정제, 단리하여 이용하였으

며, 18세기에 들어 합성화학이 발전함에 따라 목재의 바

이오매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퇴보하였지만, 스웨덴, 핀란

드, 남미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소규모로

목재에서 화학성분 등을 추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세기 중반들어 인공적인 합성약품들의 남용 및 장기

간의 사용으로 토양과 생태계의 오염이 심각하여지고 이

들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어 인축에서 병에 대한

치료효과도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합병증이 유발되는 현

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인

공합성에 의한 화학약품들보다는 자연산 식물체(초본류

및 목본류)에서 추출한 화학성분들을 이용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목재의 성분추출화학, 약용식물의

분류, 재배, 추출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Benner, 1993; Pillmoor et al., 1993; Neale, 2000; 황병

호 등, 2001).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항공기 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소나무 뿌리, 줄기, 잎 등으로 만든 목초액

을 정제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에 목초액을 토

양개량 및 미생물 생장 촉진(光永演允 등, 1990; 小川 眞,

1990; 安原 捻 등, 1990; 高木重樹, 1990; 野口勝憲 등,

1990), 작물의 생리활성 촉진, 병해충 발생억제 등 농업 분

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오일 쇼크 후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인 목재로부터 석유의 제조 공정을 연구 발전시켜 지

금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상태이다(황병호 등, 2006).

우리나라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일부 유기농법 연구자

들이 목초액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점차 효능이

인정되면서 최근에는 목초액이 농림부에 의해 법적으로

토양개량제로 공식 등록되어 생산, 판매 및 사용이 허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초액의 분야별 적

용시험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그리 많

지 않으므로 목초액의 고도(高度) 이용을 위해서는 목초

액의 효능, 즉 치료효과, 부작용, 방제효과 등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하며, 목초액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안전 사

용 및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목초액의 적용분야별 효능과

사용법에 대한 적용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산림조합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초액을 이용한 표

고의 균사생장 촉진과 푸른곰팡이병 억제효과를 실험실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나(박원철 등, 2006),

버섯재배의 시작부터 생산 후 저장 단계까지 목초액을 적

용하여 버섯재배에 있어서 목초액의 적용표준을 제시할

정도의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바가 없다. 목초액은 식

물생육 촉진 효과(안병준 등, 2003; 이상재와 허근영,

2002; 이상용 등, 2004), 식물종자의 발아 및 생장촉진

(Yatagai and Unrinin, 1987), 토양 개량 효과(이동욱과 김

병로, 2001), 식물 및 버섯 병해 방제효과(Meguro et al.,

1992), 토양미생물 및 균류의 생장 억제 및 촉진(Fukuzato,

1992; Teratani et al., 1989), 버섯 균사 및 자실체 발육 촉

진 효과(Kawamura et al., 1983; Ohta and Zhang, 1994;

Yoshimura, 1995; Yoshimura and Hayakawa, 1991, 1993)

등의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다. 목초액을 버섯재배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버섯재배 단계별로 목초액 종류와 농도

별로 적용시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버섯 품

종별 최적 적용농도와 적용량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계식과 전통식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참나무

Table 1. Comparison in chemical compositions of oak wood vinegars obtained from traditionally and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Chemical composition MWV TWV

organic acids

acetic acid 29.85(4.930) 51.94(5.090)

propionic acid 0.14(0.023) 0.60(0.059)

sub-total 29.99(4.953) 52.54(5.149)

phenolics

guaiacol 1.58(0.261) 1.38(0.135)

O-cresol 3.42(0.565) 2.56(0.251)

P-cresol 1.25(0.206) 0.74(0.073)

M-cresol 0.43(0.071) 0.87(0.085)

2.6-dimethoxyphenol 0.09(0.015) 2.49(0.244)

sub-total 6.77(1.118) 8.04(0.788)

alcohol

methanol 7.41(1.224) 4.97(0.487)

furfuryl alcohol 0.12(0.020) 0.04(0.004)

sub-total 7.53(1.244) 5.01(0.491)

neutral furfural 0.03(0.005) 2.26(0.221)

Total 44.32(7.320) 67.85(6.649)

MWV: wood vinegar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TWV: wood vinegar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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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목초액(Table 1)을 표고 재배에 적용비교함으로써 버섯

재배에 있어서 목초액의 효능과 사용기준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목초액 첨가 배지가 표고균주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서 사용한 표고 균주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산

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에서 분양받은 균주 중 저

온성, 중온성, 고온성 각 2균주씩을 선정하여 총 6균주를

사용하였다(Table 2). 균주보관은 PDA(Potato Dextrose

Agar)에 접종 후 25oC 암상태의 항온배양기에서 배양하였

고 30일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참나무류 목초액(전통식-홍천참숯가마, 기계식-강원목

초산업)이 표고균주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PDA 및 PDB(Potato Dextrose Broth)에 목초

액을 고체배지에는 무처리, 100배(10 μL/mL), 500배(2

μL/mL), 1000배(1 μL/mL), 2000배(0.5 μL/mL) 희석농도

로, 액체배지에는 무처리, 500배, 2000배, 4000배 희석농

도로 각각 첨가하여 배지제조 후 PDA에서 배양한 균주

(고온성-산림 2호, 산림 4호, 중온성-산림 8호, 산조 302호,

저온성-산림 1호, 산림 3호)로부터 생장한 균총의 끝부분

을 cork borer(6 mm)로 절취하여 고체배지에는 배지의 중

앙에, 처리당 4반복으로 접종하여 25oC 암상태의 항온배

양기에서 8일간 배양한 후 균사 생장량을 측정하였으며,

액체배지에는 10개씩, 처리당 3반복으로 접종하여 25oC,

암상태, 140 rpm의 진탕배양기에서 15일간 배양한 후 균

사체를 수확하여 생중량과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한편, 목초액이 표고균주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Oak Mushroom Culture 보완배지(Brown

sugar 300 g, Peptone 15 g, Yeast extract 15g, MgSO4 3 g,

CaCl
2
 3 g, KH

2
PO

4 
6 g

, 
D.W. 1 L)를 8 L air-lift fermenter

에 제조 후 참나무류 목초액(기계식)을 농도별(무처리, 250

배, 1000배, 2000배 희석)로 첨가하여 121oC, 1.2기압에서

30분간 고압살균 후 무균상 안에서 식히고 PDA에 배양한

균주(톱밥재배용-산림 10호)로부터 생장한 균총 끝부분을

cork borer(6 mm)로 절취하여 액체종균배지에 30개씩 접

종하고 25oC, 암상태, 1.5 L/min의 통기량으로 12일간 배

양 후 균사체를 수확하여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2. 농도별 목초액이 액체종균의 목재부후력 및 침투력

에 미치는 영향

목초액(기계식) 희석농도별로 첨가된 액체배지에서 배

양된 액체종균의 참나무 목재부후력 및 목재침투력을 비

교하기 위하여 평균 중량 1109 g의 참나무 단목의 절단면

에 지름 7 mm의 드릴로 3구멍씩 천공 후 121oC, 1.2기압

에서 60분간 고압 살균하여 식힌 후 목초액(기계식) 희석

농도(무처리, 500, 2000, 4000배 희석)로 제조된 배지에서

배양한 액체종균(산림 2호, 산림 3호, 산조 302호)을 접종

한 후 25oC 암상태의 항온배양기에서 30일간 배양하였다.

각 단목별로 배양 전, 후의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균주간

목재부후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고, 단목을 수직으로

절개 후 접종면에서 내부방향으로 1.5 cm 간격으로 총 8

개(12 cm)의 목재칩을 절취하여 PDA에 치상하고 처리별

접종한 균주의 균사생장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적인 목재

침투력을 비교하였다.

3. 목초액이 표고의 주요 병원균(푸른곰팡이, 주홍꼬리

버섯)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서 사용한 표고의 병원균주는 국립산림과학

원에서 분양받은 균주, 강원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안동시

에서 채집, 분리한 균주를 포함하여 총 5균주를 사용하였

다(Table 3). 균주보관은 PDA에 접종 후 25oC 암상태의

항온배양기에서 배양하였고 30일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목초액이 표고 병원균주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DA에 참나무 목초액(전통식, 기계식)

을 농도별(무처리, 50배, 100배, 250배, 500배)로 첨가하고

petri-dish에 부어 굳힌 후에 PDA에 배양한 접종원(푸른곰

팡이 1, 2, 3, 4, 주홍꼬리버섯)의 균총 끝부분을 cork

borer(6 mm)로 절취하여 목초액 첨가배지의 중앙에, 처리

당 4반복으로 접종하고 25oC 암상태의 항온배양기에서 푸
Table 2. Lentinula edodes isolates used in the experiment.

NO. Species Variety Temp. Origin

1 Lentinula edodes Sanrim-1-ho
low 

KFRI

2 Lentinula edodes Sanrim-3-ho KFRI

3 Lentinula edodes Sanrim-8-ho
mid

KFRI

4 Lentinula edodes Sanjo-302-ho NFCF 

5 Lentinula edodes Sanrim-2-ho
high

KFRI

6 Lentinula edodes Sanrim-4-ho KFRI

KFRI: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NFCF: 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Federation

Table 3. Pathogenic fungi on Lentinula edodes used in the
experiment.

NO. Species Characters Origin

1
Trichoderma citrinoviride

(pseudokoningii)
green mold fungi 1 Chuncheon 

2 Trichoderma harzianum green mold fungi 2 Andong

3 Trichoderma atroviride green mold fungi 3 Andong

4 Trichoderma viride green mold fungi 4 KFRI

5 Diatrype stigma K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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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곰팡이의 경우 1일간, 주홍꼬리버섯의 경우 5일간 배양

한 후 균사 생장량을 측정하였다.

4. 목초액 처리가 표고 골목의 버섯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표고 원목재배시 목초액 농도별 골목 침수처리에 따

른 버섯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표고재배 농가의 버섯 배재사를 임대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고 목초액(기계식) 농도별로 처리된 침수조

에 평균직경 12 cm의 골목을 24시간 침수처리 후 차광

막이 설치된 재배사에 세워놓고 버섯 발생을 유도하였

다. 처리별로 25반복으로 하여 버섯은 갓이 2/3 정도 피

었을 때 수확하였고 수확한 버섯의 골목직경 1 cm당 평

균 발생 갯수와 생중량, 건중량을 조사하였다. 버섯 발

생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1회는 목초액 농도별

희석액에 골목침수 후, 2회는 지하수만 48시간 관수 후

에 처리하였고 2회에 걸쳐 수확된 버섯 생산량을 처리

별로 합산하여 비교하였다. 

5. 표고 골목에 목초액 처리가 버섯의 저장성 및 함수

율에 미치는 영향

표고 원목재배시 목초액 처리에 의해 생산된 버섯의 저

장성 및 함수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목초액 처리 농도별로

버섯을 수확한 후 스티로품 용기에 담고 PVC plastic film으

로 포장하여 10oC, 암상태의 항온배양기에서 10일간 저장

한 후 처리별 버섯 조직의 색깔을 비교하였고, 105oC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처리별 수분함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6. 표고 재배시 목초액 처리가 버섯의 조직감에 미치는

영향

자실체의 처리별 조직감을 비교하기 위해 버섯의 갓을

이용하여 직경 1 cm×두께 0.5 cm의 크기로 성형한 다음

flat knife blade를 장착한 조직분석기(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td, UK)를 사용하여 2.0 mm/sec의

속도로 절단하고 저장 전, 후의 전단력(shear force value)

을 측정하여 처리별 조직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전단력

의 단위는 g(gram)으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목초액 첨가배지에서 표고균주의 균사생장 촉진효과 

목초액 첨가 고체배지에서 표고균주의 균사생장 촉진

효과를 비교한 결과, 표고균주의 균사생장은 배지에 첨가

한 목초액의 종류와 표고 균주들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

나, 전통식 목초액의 경우 500배 이하로 첨가한 배지에서

균사생장이 억제되었고 1000~2000배 희석농도에서는 균

사생장이 무처리에 비해 촉진되었다(Figure 1). 기계식 목

초액의 경우에는 대체로 1000배 이하로 첨가한 배지에서

균사생장이 억제되었고 2000배로 첨가한 배지의 경우 무

처리에 비해 균사생장이 촉진되었다(Figure 2).

목초액 첨가 액체배지에서 표고균주의 균사생장 촉진

효과를 비교한 결과, 표고균주의 균사생장은 배지에 첨가

한 목초액의 종류와 표고 균주들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

나, 전통식 목초액의 경우 500배 이하로 첨가한 배지에서

균사생장이 억제되었고 2000~4000배 희석농도에서는 균

사생장이 무처리에 비해 촉진되었다(Figure 3). 기계식 목

초액의 경우 대체로 1000배 이하로 첨가한 배지에서 균사

생장이 억제되고 2000배로 첨가한 배지의 경우 무처리에

비해 균사생장이 촉진되었다(Figure 4). 

목초액(기계식) 첨가 액체종균배지에서 표고균주의 균

사생장 촉진효과를 비교한 결과, 1000배 희석농도 배지에

서 균사생장이 가장 양호하였다(Figure 5).

목초액이 버섯 균사의 생장촉진 및 억제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한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전통식

과 기계식 목초액 모두 저농도에서는 촉진효과를, 고농도

Figure 1.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Lentinula edodes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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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촉진 및 억제효과를 나

타내는 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목초액 제조방법의 상이

함에 따른 화학적 성분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따라서 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이미 수행되었던

목초액 성분별 버섯의 균사생장 및 자실체 형성 촉진 유

무 조사 뿐만 아니라(Ohta and Zhang 1994; Yoshimura

and Hayakawa, 1993; Yoshimura et al. 1995), 해당 성분

들의 촉진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ure 2.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Lentinula edodes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3. Comparison in dry weight of Lentinula edodes mycelium in liquid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4. Comparison in fresh weight of Lentinula edodes mycelium in liquid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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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ta와 Zhang(1994)은 너도밤나무의 일종인 Fagus

crenata로부터 제조한 목초액을 톱밥배지(삼나무 톱밥: 쌀

겨 = 4:1) 건중량 kg당 0.05~0.25 mL를 첨가한 배지에서

팽이, 표고, 느타리버섯의 균사생장과 버섯 생산량을 촉

진한다고 보고하였고, Yoshimura와 Hayakawa(1993)는 액

체배지에서 목초액의 성분들인 butanoic acid, 2-methoxy-

phenol, tetrahydro-2-furylmethanol, 3,5-dimethylphenol,

phenol 및 2-hydroxy-3-methyl-2-cyclopenten-1-one에 의해

느타리버섯과 알버섯의 균사생장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2. 농도별 목초액에서 배양한 액체종균의 목재부후력 및

침투력

목초액(기계식) 희석농도별로 배양된 액체종균의 목재

부후력 및 침투력을 비교한 결과, 고온성 균주인 산림 2호

의 경우 목재 부후력(무게변화)과 침투력(생장거리)에서

희석농도별 처리간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으며 저온

성 균주인 산림 3호는 희석농도 4000배, 중온성 균주인 산

조 302호는 희석농도 2000배로 조절된 배지에서 배양된

액체종균이 목재부후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Figure

7), 침투력을 나타내는 목재내 생장거리는 10.5 cm로 무

처리에 의한 생장거리 7.5 cm보다 무려 3 cm나 깊이 생

장하였다(Figure 6, 8). 사용한 모든 균주에서 목재부후력

과 침투력의 정도는 비례하였다. 

3. 목초액 첨가배지에서 표고 주요 병원균(푸른곰팡이,

주홍꼬리버섯)의 균사생장 억제효과

목초액 첨가 인공배양배지에서 표고 병원균주의 균사

생장 억제효과를 비교한 결과, 푸른곰팡이병균의 균사생

장은 전통식 목초액의 경우, 50배 희석농도에서 모두 억

Figure 5. Comparison of dry weight of Lentinula edodes

mycelium grown in liquid spaw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Figure 6. Comparison in wood colonization of Lentinula edodes

liquid spawn grown in liquid culture media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and then

inoculated onto oak wood. Wood chips were sampled at the
positions with 1.5 cm intervals from the inoculated surface

(A: 2×10−3 dilution level, B:control).

Figure 7. Comparison in degree of wood decay (DWD) of Lentinula edodes spawns grown in liquid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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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고(Figure 9), 기계식 목초액의 경우 병원균주에 따

라 희석농도 50배~5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이 억제되었

다(Figure 10). 주홍꼬리버섯은 전통식 목초액의 경우, 희

석농도 5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이 억제되었고(Figure 11),

기계식 목초액의 경우에는 500배 이하에서 균사생장이 억

제되었으나 100배 희석농도에서 80%, 50배 희석농도에서

Figure 8. Comparison in growing ability within wood (GAWW) of Lentinula edodes spawn grown in liquid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9.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green mold fungi, Trichoderma spp. grown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10.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green mold fungi, Trichoderma spp. grown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for each variety of L. edo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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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억제되었다(Figure 12). 전통식과 기계식 목초액 모

두 500배 이하의 희석농도에서 표고 병원균의 생장을 억

제하시 시작하고 50배 희석농도에서 100% 억제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 농도는 표고의 균사생장을 억제하는 농

도이므로 톱밥이나 원목재배시 실제적용시 표고의 균사

생장 억제를 최소화하면서 병원균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최적 농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박원

철 등(2006)은 참나무 목초액을 농도별로 첨가한 배지에

서 주홍꼬리버섯의 균사생장은 35000 ppm에서 완전히 억

제되었으며, 자낭포자의 발아는 25000 ppm에서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균사생장을 100% 억제

하는데 필요한 목초액의 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초액의 제조방법, 성분 및 농

도 등이 아직까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표고 골목의 목초액 처리에 따른 버섯생산량

표고 원목재배시 골목의 목초액 처리에 따른 버섯 발생

량을 비교한 결과, 골목의 목초액 희석농도별 침수처리에

의한 표고 발생갯수, 생중량 및 건중량 비교시 모든 희석

액에 처리한 골목에서 무처리 골목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250배 희석농도에서 효과

가 가장 우수하였고 대조처리에 비하여 약 10%의 증수효

과를 나타내었다(Figure 13). Yoshimura 등은(1995) 액체

배지에서 목초액 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들인 3,5-

dimethylphenol, 2-methoxyphenol, butanoic acid와 1-

pentanol 등은 느타리버섯 자실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능력

을 지니며, 자실체 발생 유도시에 톱밥배지에 100 μg/mL

butanoic acid와 100 μg/mL 2-methoxyphenol을 첨가할

경우에 무처리 대조구에 비하여 버섯 발생량이 각각 29%,

23% 증수되었고 톱밥배지 제조시 목초액을 0.1~6% 농도

로 첨가하면 대조구에 비하여 버섯생산량이 21~42% 증

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5. 표고 골목의 목초액 처리에 의한 버섯의 저장성 및

함수율

표고 원목재배시 목초액을 희석 농도별로 처리하여 생

산한 버섯의 저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0oC에서 10일간

저장한 후에 육안에 의한 관능검사 및 색도 검사를 실시

한 결과, 250배 희석농도에서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우수

하였으나(사진자료 제시 생략), 저장 전후의 버섯 함수율

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Figure 14).

6. 표고 골목의 목초액 처리에 의한 버섯의 조직감

표고 골목을 목초액 처리하여 수확한 버섯의 저장 전,

후의 조직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Texture Analyzer를 이용

하여 저장에 의한 조직감의 손실 (저장 전, 후의 전단력 변

화)을 측정한 결과, 목초액 희석농도별 비교시 타 농도 처

리에 비해 250배 처리에 의해 생산된 표고가 가장 적은 것

Figure 11.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Diatrype stigma

grown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traditionally

carbonizing kiln (T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12. Comparison in mycelial growth of Diatrype stigma

grown on culture mediu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oak wood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The same letters on the ba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ure 13. Comparison in dry weight of Lentinula edodes

fruiting bodies vinegar obtained from mechanically carbonizing

kiln (MWV) harvested after soaking into solutions of oak
wood dilu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The same letters on

the ba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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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되어 가장 오랫동안 조직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5).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실험에 사용한 목초액은 전통식

또는 기계식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표고균에 미치는 영향

이 다소 상이하였으나 적절한 농도로 사용시 표고 종균생

산에 있어서 균사의 생장량과 활력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원목 재배시 골목을 목초액 250배 희석액에 침수처

리함으로써 버섯 생산량의 증대 및 버섯 품질(저장성, 질

감)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표고

원목 재배시 표고종균 생산 및 골목 침수에 필요한 목초

액의 권장 농도는 각각 희석농도 2,000배와 250배가 가장

효과적인 농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에서는 생

산된 목초액에 대하여 보메비중, 산량, pH, 용해타르, 굴

절율 등의 인증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초액의 제조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조회사별로 목초액의

성분, 농도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적용한 시

험에 있어서도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이다. 따라

서 목초액의 제조방법별 과정을 표준화하여 품질의 규격

화를 꾀하고 적용분야별 사용농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실험에서 목초액 용액에 골목

을 침수하여 표고를 발생시킨 처리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버섯발생량 및 품질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지만(이종규,

2006), 실제 표고 재배 현장에서 목초액의 적용시에 버섯

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목을 침수하는 작업은 노동력

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재배농가에서는 살수처리

후 버섯발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목초액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골목에 살수할

경우 최적 적용 농도와 살수시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의 표고재배는 현재 톱밥재배보다 원목재배가 훨씬 보편

적이지만 이미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전환한 일본, 중

국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멀지않은 장래에 톱밥재배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톱밥재배시의 목초액 적용 효과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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