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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황버섯 재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보리를 필수성분으로 하여 상황버섯 균이 배지의 밑 부분까지 완전히 배양될 수 있는 배지를 
조성하고, 이런 배지에서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황버섯 균사체의 원균을 평판 배양시키고 확대 배양시켜 상황버섯종균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배지용 곡류를 물과 함께 배지배양용기에 넣고, 이를 고온고압 살균솥에 넣
어 멸균시켜서 상황버섯 균사체의 배양배지를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배양배지에 상기 종균을 접종시키
는 단계를 거쳐 배양 완료된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1∼2cm의 두께로 절단하여 2차 배양하거나 
0.5∼1cm의 크기로 분쇄한 후 성형틀에 넣고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이 제공
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상황버섯 재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리를 이용한 상황버섯 재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보리가 필수성분으로 함유된 배양배
지를 조성하고, 이런 배지에서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일정한 크기로 성형한 후 2차 배양하는 상황버
섯 재배방법에 관한 것이다.

버섯류는 생물의 분류 체계상 담자균류에 속하는 미생물로서, 독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용으
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버섯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미래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기대되
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각종 연구보고에 의하면,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류인 글루칸(glucan) 및 그 유도
체가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병각 외, 한국산 담자균류의 항암성분에 관한 연구. 한국
균학회지,  8:107(1980)  ;  Chiraha  et  al.,  Fractionation  and  purification   of  the  polysaccharides 
with marked antitumer activity from Lentinus edodes(Be가.). Cancer Res. 30:2776-2781(1970) ; 강창
진 외, 한국산 담자균류의 항암성분에 관한 연구, 불로초의 균사 배양 및 항암 성분. 한국 생화학회지, 
14:101(1981) ; Yamamura et al., A selective inhibitor of myxovirus frum shiitake(lentinus edodes). 
Mushroom Sci. 9(1):495-507(1976) 참조], 이로 인하여 버섯류는 통상의 식품대용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
강식품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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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암작용이 있는 버섯류로서는 지버섯과 상황버섯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버섯은 예
로부터 불로초라고 일컬어질 만큼 희귀한 약재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원목재배법, 단목재배법, 모래
재배법 등과 같은 인공적인 대량재배기술이 개발되어, 각종의 건강식품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애용되
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상황버섯은 원래 상목(桑木:뽕나무)의 고목에서만 자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져 있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그 재배방법에 관해서도 거의 연구된 바 없었으며, 일반인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서는 상황버섯의 균사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구
나 상황버섯 자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톱밥배지, 펩톤배지, 페퍼배지, 마이어배지, 맥아추출물배지 등
에서 잘 배양되지 않으며, 또한 그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상황버섯이 항암작용을 갖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소개되고, 여태까지 알
려진 어느 버섯류 보다도 항암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버섯이 인공적인 대량재
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아직껏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 다. 

오늘날 상황버섯의 인공재배에 관한 기본개념은, 상황버섯이 상목(桑木)의 고목에서 기생하는 사실을 들
어, 상목의 고목이나 그 가지의 침지액 또는 그의 톱밥을 배양배지의 필수성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예
컨대, 대한민국 특허공고 제92-1194호(발명의 명칭 : 페리누스 린테우스 균사체의 배양방법. 이하, 선출
원발명[1]이라함.)에서는, 상황버섯의 배양배지를 상목톱밥(좀 더 상세하게는, 뽕나무의 고목 또는 그 가
지의 거친 톱밥, 또는 뽕나무 고목의 침지액을 지칭함.) : 겨(좀 더 상세하게는, 미강을 지칭함.) : 펩톤 
= 100 : 5∼15 : 2∼8의 중량비로 구성하고, 이것을 15∼35℃에서 20∼200일간 배양하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96-13174호(발명의 명칭 : 상황버섯의 균피배양법. 이하, 선출원발명
[2]라고 함.)에서는, 상황버섯의 배양배지를 참나무톱밥 : 뽕나무톱밥 : 미강 = 30 : 30 : 20의 중량비를 
갖도록 작제한 다음, 여기에 상황버섯의 원균을 접종하고, 배양실에서 약 60일간 배양하여, 이것을 다시 
천공된 수축필름에 넣고, 다시 50∼60일간 배양하여 상황버섯의 균피를 얻는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한
편, 본 발명자에 의한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97-27296∼7호(발명의 명칭 : 상황버섯 조성물, 상황버섯 조
성물의 배양방법. 이하, 선출원발명[3]라고 함.)에서는, 상황버섯 배지를 인간의 식용곡류로 구성하고, 
접종원은 액체종균을 쓰며, 접종 및 배양단계에서는 곡립배지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전 표면을 상기의 상
황버섯 액체종균으로 완전히 덮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조성물과 그 배양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선출원발명[1]에 의할 경우에는 배양배지의 주원료가 되는 뽕나무 또는 그의 고목을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배양배지의 대량제조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상황버섯의 균사체 자체도 
대량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뽕나무 그 자체를 대량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
나, 뽕나무 그 자체를 대량으로 식목하여 그 원료를 얻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린 뽕나무를 
식재한 다음 고목의 뽕나무를 얻기까지에는 너무 긴 세월을 필요로 함으로, 이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기의 선출원발명[2]에 의할 경우에도, 역시 뽕나무를 그 배지의 원재료로 하고 있
으므로, 뽕나무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참나무와 미루나무를 필요로 함으로, 
여전히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상기의 선출원발명[2]에 의할 경
우에는, 상황버섯 균이 공기와 접하고 있는 배지표면에서는 잘 자라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배양기간이 길어지고 배지 밑 부분은 결국 배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상황버섯 배양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황버섯의 균사체가 뽕나무에서 기생하는 성질만
을 이용한 관계로, 구입 자체가 극히 곤란한 원재료를 사용하 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량생산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 

또한, 상기의 선출원방법[3]에 의할 경우에는, 상황버섯 균이 배지의 위 부분만 배양되고 아래 부분은 배
양되지 못하여 배지의 손실이 크게 되고, 배양된 배지 또한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절단 후 건조하여 
보관하게 되므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변색, 형태 변형, 파손이 발생하여 생산과정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
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을 위와 같은 종래의 상황버섯 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보리를 필수성
분으로 하여 상황버섯 균이 배지의 밑 부분까지 완전히 배양될 수 있는 배지를 조성하고, 이런 배지에서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인간이 시식할 수 있는 곡류 중, 배양하는 방법에 따라 상황버섯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배
지를 구성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최적의 배지에서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상품화를 용이하
게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버섯 균사체의 원균을 평판 배양시키고 확대 배양시켜 상
황버섯종균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황버섯 균사체 배양배지용 곡류를 물과 함께 배지배양용기에 넣고, 이
를 고온고압 살균솥에 넣어 멸균시켜서 상황버섯 균사체의 배양배지를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배양배지
에 상기 종균을 접종시키는 단계를 거쳐 배양 완료된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한 후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1∼2cm의 두께
로 절단후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0.5∼1cm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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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분쇄한 후 성형틀에 넣고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제반 조건들(기술적 구성)이 본 발명에 의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밀접 
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상황버섯은 건조시킨 후 그대로 상품포장 할 수 있으며, 내용물은 장기 보관하면서 냄비 
또는 주전자 등에 넣고 물을 부어, 직접 끓여서 마실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가). 상황버섯의 배지생산단계 

본 발명에 의한 상황버섯의 생산은 배양배지를 인간이 시식할 수 있는 곡류 중에서 보리와 현미를 사용하
는데, 종래의 경우에는 곡류 중 하나 또는 둘이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둘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
우에 쌀을 50%이상 사용하며, 현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곡류 중 보
리와 현미를 사용하는데 보리 : 현미 = 2 : 1의 중량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를 사용할 때는 
보리를 사용하고, 2개 이상을 혼합할 때는 보리를 50%이상 사용한다.   병을 눕혀(공기와 접하는 표면적
을 많이 하여) 균사체를 배양할 경우에는 현미의 양을 늘려 보리 : 현미 = 1 : 2 의 중량비로 배지를 제
조해야 균사체의 양이 늘어난다.

위와 같이, 본 발명에서 보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버섯 균이 보리내부의 양물질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으며, 살균을 하고 난 후 보리의 물리적 성질이 타 곡류에 비해 양호하여 배지 밑바닥까지 
상황버섯 균이 자라기에 좋은 호기적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병을 세워서 배양할 때는 보리를 주재
료로 사용하여 곡류배지 내부를 상황버섯 균사체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병을 눕혀서 배양할 때는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많아 상황버섯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보리를 주재료로 한 물리적 
조건보다는 현미를 주재료로 한 화학적 조건( 양물질)을 좋게 하여 공기와 접하는 표면으로 균사체를 많
이 올라오게 하여 배지 위 부분을 주로 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의한 상황버섯 균사체의 생산은 상기의 배양배지를 만들고, 별도로 준비한 상황버섯 액체종균
을 상기 배양배지의 표면에 접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황버섯 종균은 고체종균과 액체종균을 사용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고체종균보다는 액체종균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는 종래의 
고체종균을 통상의 방법대로 이용할 경우, 고체종균이 상기의 배양배지의 표면에 접종된 후 균사체를 뻗
어 성장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배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상황버섯의 
액체종균을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액체종균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발명자가 새롭게 개발한 상황버섯
의 액체종균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버섯 액체종균의 제조방법은 본 발명자의 대
한민국 공개특허 제97-27291호(발명의 명칭 : 담자균류의 액체종균 배양장치),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97-
27294호(발명의 명칭 : 담자균류의 액체종균 배양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액체종균),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97-27295호(발명의 명칭 : 담자균류의 액체종균 배양방법 및 그 배양장치 및 그 액체종균)에 상세히 설
명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된 액체종균의 배양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균을 분양받아 이를 평판배양시키는 공정과, 평판배양된 접종원을 전배양시키는 공정 및, 전배양된 접
종원을 액체배양시키는 공정을 거치므로써 액체종균이 배양된다.  

여기에서,  상기  전배양공정에서는,  먼저  탄소원  2∼7%(w/v),  질소원  0.1∼1.0%(w/v), KH2PO 4 0∼

0.15%(w/v), MgSO4ㆍ7H2O 0∼0.15%(w/v), 그리고 나머지 증류수로 이루어진 전배양액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전배양액에 평판배양된 상황버섯 균류를 접종하고, 이렇게 접종된 전배양물을 80∼200 rpm, 22∼30
℃의 진탕배양기에서 6일∼8일간 배양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액체배양공정에서는, 먼저 탄소원 2∼7%(w/v), 질소원 0.1∼1.0%(w/v), KH2PO4 0∼0.15%(w/v), 

MgSO4ㆍ7H2O 0∼0.15 %(w/v), 그리고 나머지 증류수로 이루어진 액체배양액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상

기 액체배양액에 상기의 전배양접종원을 무균적으로 자동접종시키되 상기 액체배양액 대 상기 전배양접종
원을 20∼200 : 1 의 비율로 접종시킨다.   이렇게 접종된 액체배양액을 22∼28℃에서 0.1∼1.0 vvm 정도
의 제균된 공기로 5일∼12일 동안 통기배양시키는 과정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탄소원으로는 설탕, 맥아당, 과당, 포도당, 자당, 맥아추출물 및, 물엿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이
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질소원으로는 대두분 또는 펩톤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함께 사용할 수
가 있다.  

(나). 상황버섯의 성형품 제조단계

본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에서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탈병하여 일정한 크기로 성형한다.   종래의 경
우 일정한 용기에 배지가 많을수록 공기와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져 배지의 아래 부분은 상황버섯 균
이 자라기 어려운 혐기적 상태가 되고 일부의 배지들은 배양되지 못한 곡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의 보리를 주재료로 배지를 생산한 후 이를 탈병하여 성형한 다음 다시 2차 배양을 
하게 되면 혐기적 상태의 배지들도 상황버섯 균이 재 활착 되므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탈병할 
때 배지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무균상 혹은 청정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배지를 성형할 때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자를 수도 있고, 일정한 덩어리로 분쇄하여 성형
틀 내에서 2차 배양을 할 수 있는데, 분쇄할 때의 크기는 직경 0.5∼1㎝가 바람직하며 이보다 작게 되면 
환경의 향을 많이 받게 되어 상황버섯 균이 재활착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용기에서의 배
양기간은 2∼4개월 바람직하게는 3개월이 소요되며, 성형기간은 2∼15일 바람직하게는 4∼7일, 성형온도
는 23∼38℃ 바람직하게는 30∼35℃이다.   배지배양기간 동안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지만 성형기간 동안
에는 100∼1000Lux 바람직하게는 300∼800Lux의 일정량의 빛이 필요하며, 이산화탄소는 0.06∼1% 바람직
하게는 0.1∼0.5%, 습도는 80∼95% 바람직하게는 90∼95%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성형을 하게 되면 
진노랑의 상황버섯 본래의 색으로 표면이 덮이는데 성형품을 쪼개어 내부를 보면 미 배양된 잔여곡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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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지)는 없고 순수한 상황버섯 균만 보인다.   성형이 완료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열풍건조기에서 건조
시키면 그 색깔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상황버섯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양호한 실시예에 의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시된 조건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제시된 조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
어서도 안 된다. 

도면에서,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상황버섯 재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도이다. 

(가). 상황버섯 액체종균의 준비단계 

본 발명은 상황버섯의 원균을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으로부터 분양 받거나 자연산의 상황버섯의 신성한 
갓 조직에서 조직 분리하여 이용한다.   분양 받거나 조직 분리한 원균을 페트리접시에서 평판 배양시켜
서, 이를 전 배양용 접종원으로 확대 배양한다.   페트리접시에서의 평판배양은 통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평판접시에서 확대 배양된 상황버섯의 균사체가 약 80%정도 자랐을 때, 이를 액체종균으로 배
양시키기 위하여 그 전 단계인 전 배양과정으로 이행한다.   이는 확대 배양된 상황버섯의 균사체 조각을 
황백당 3%, 물엿 3%, 대두분 0.3%의 액체배지에 접종시킴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런 전 배양물을 120rpm, 
28℃에서 7일간 진탕 배양시켜서 전 배양 접종원을 얻는다.   그 후 같은 조성의 액체배양액을 준비하고, 
이런 액체배양액을 통기배양기구의 80%만큼 충진시킨다.   상기의 액체배양액에 대하여 5%의 전 배양 접
종원을 접종시키고, 28℃에서 제균된 공기를 0.5vvm의 속도로 10일간 계속 공급하여 액체종균을 얻는다.   
상기의 액체배지조성에서 물엿대신 엿기름 3% 추출액을 넣으면 상황버섯 균이 더 잘 자라며 위의 배지에 
들깨가루 3% 추출액을 첨가하면 균사체가 펄프형으로 자라므로 접종시 접종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다. 

(나). 상황버섯의 배지생산단계  

배지를 세워서 배양할 경우에는 보리 : 현미 = 2 : 0∼2의 중량비로 배합하여 수분을 60%로 조절하고, 이
를 1000㎖의 플라스틱용기에 50%정도 채워 넣은 후, 121℃에서 30분간 살균한 다음, 이것을 식혀서 배양
배지로 삼는다. 

배지를 눕히거나 비스듬히 하여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을 많게 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보리 : 
현미 = 0∼2 : 2의 중량비로 배합하여 현미의 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현미는 물리적 성
질이 좋지 않아 속 내부까지 상황버섯 균이 자라지 못하지만, 표면적을 많게 하면 표면위로 균사체가 3∼
5㎝정도 올라오므로, 배지 표면 위의 균사체를 채취할 목적으로 배양을 한다면 현미의 양을 늘려서 배지
를 제조한다. 

곡류배지가 준비되면 상기의 준비된 액체종균을 배지표면에 골고루 퍼지도록 접종한다.   접종은 잡균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실에서 행한다.   이렇게 접종된 곡류배지를 습도 70∼80%, 온도 28℃의 배양
실에서 90일 동안 배양시킨다. 

이렇게 배양이 완료된 상황버섯을 그대로 관찰할 때, 보리를 주재료로 쓸 경우 배지표면으로 진노랑 혹은 
갈색의 상황버섯 균사체가 덮이지만 그 위로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미를 주재료로 쓸 경
우 진노랑의 상황버섯 균사체가 3개월간 계속자라 4㎝정도까지 올라온다.   본 발명에 의한 상황버섯 조
성물을 절단하여 배지내부를 관찰할 때, 보리를 주재료로 한 배지는 병의 위 부분에서 아래 부분까지 상
황버섯 균사체로 가득 차게 되는데, 수분함량이 많거나 살균시간이 길어지면 아래 부분의 배지는 혐기 상
태로 되어 곡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현미를 주재료로 한 배지는 곡류사이의 공간이 상황
버섯 균사체로 가득차 있지만, 알갱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양분이 배지표면으로 이동되어 배지 
위 부분에서 균사체를 형성한다.    

(다). 상황버섯 성형품의 제조단계 

배양이 완료되면 무균실에서 배지를 탈병하여 1∼2cm의 두께로 절단하거나, 0.5∼1cm의 크기로 분쇄 후 
일정한 용기에 담아 성형준비를 한다.   배지를 배양상자에 담아 온도 30℃, 습도 90%, 이산화탄소 0.3%, 
전조 500Lux의 배양실에서 5일간 2차 배양하여 성형품을 만든다.   이런 성형품의 표면은 진노랑의 상황
버섯 균사체로 덮여 있으며, 성형품의 내부를 쪼개어 보면 딱딱한 상황버섯 균사체로 가득 차 있다.   이
렇게 배양이 완료된 성형품을 열풍건조기에 넣고 65℃에서 48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포장을 하게 되면 성
형품 제조가 완료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상황버섯 균사체를 생산할 경우 종래와는 달리 생산 방식에 따라 재료의 구성을 달리하여 
재배하게 되므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배지의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형 후 2차 
배양함으로써 일정규격의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므로 일반인들도 상황버섯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나아가 국
민건강에 일조 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그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 으나, 이는 본 발명의 기술사
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한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상기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
서 다양한 형태의 모방 및 변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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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상황버섯 균사체의 원균을 평판 배양시키고 확대 배양시켜 상황버섯종균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황버섯 균
사체 배양배지용 곡류를 물과 함께 배지배양용기에 넣고, 이를 고온고압 살균솥에 넣어 멸균시켜서 상황
버섯 균사체의 배양배지를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배양배지에 상기 종균을 접종시키는 단계를 거쳐 배양 
완료된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한 후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1∼2cm의 두께로 절단후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황버섯 균사체가 함유된 배지를 0.5∼1cm의 크기로 분쇄한 후 성형틀에 넣고 2차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버섯 재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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