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는 1인당 GDP가 350$ (2004)이나 2015년까지

850$을 국가 목표로 삼고 세계 최빈민국을 탈출하고자 온

갖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평균 엥겔지수가 약 60%, 화

장실이 없는 가구가 71%, 위생적인 식수 공급율이 50%

이하, 전기보급율 31%, 우기시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도

로확보율 53%, 평균수명 56세로국내의환경과큰차이를

나타내고있다 (DDFI, Lao PDR. 2003). 

라오스의 연중 평균기온은 26℃, 최저 15℃, 최고 45℃

로서 열대성기후이다. 계절은 건기 (10월~5월)와 우기 (6

월~9월)가 있고, 연간 강우량은 2000mm이나 벼의 연중

생산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라오스 인구는 550만 명

으로 15세 이하가 43%, 65세 이상은 3%, 인구 도 ㎢당

20명으로 자본과 노동 집약적 작목인 버섯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전. 2004). 

라오스는 농업국으로 쌀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이나

다른농가소득에기여할수있는고소득작물보급은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버섯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가

가능한 고소득 작목으로 라오스 농림부에서 판단하고 있

다.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사무소를 통하여 저개발국의

빈곤퇴치 운동을 버섯이라는 매개체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 농림부의 버섯재배전문가 파견요청

으로 6개월 (06. 12. 1 ~ 07. 2. 28과 07. 6. 1~07. 08.

31)간 라오스 농림부 PPC (Plant Protection Center)의

한라 농센터(Korea Laos Agricultural Development

Center)(그림 1)에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라오스 버섯재

배농가의 버섯생산 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버섯

재배에 이용되는 톱밥의 수종이 수분을 흡수하여 보유하

지 못하고 입자가 먼지같이 적어 배지의 물리성이 좋지 않

아 버섯균사체가 톱밥배지의 표면에만 하얗게 배양되어

버섯의수량이적고품질이낮음을확인하 다 (그림 2).

라오스의 톱밥봉지재배 (1kg)의 자실체 수량은 약

50~100g의 낮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버섯균과 자실체

형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원은 배지 또는 기주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등을 분해

하므로서 양분을흡수이용한다고하 다 (Waksman 등,

1931, 1932, 1934, 1939a, 1939b). 버섯균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양소에대한연구는대단히많이행하여졌으나실

제 버섯재배의 기질 자체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

하게구성되어있기때문에실내에서의액체합성배지로

양원 시험을 하고 있다. 느타리버섯균의 양원은 적당한

탄소원, 질소원과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칼슘, 인, 칼

륨, 황, 마그네슘등무기물이온과아연, 구리, 망간, 몰리브

덴 등의 미량원소, 그리고 비타민 등의 유기성분이 필요하

다고 하 다(Hashimoto, 1974, Khanna, 1985, Mueller

등, 1985, Srivastava 등, 1970). 실제 버섯재배 기질(배

지)인원목, 톱밥, 폐면, 볏짚등에는위에서언급한모든

양소가 모두다 골고루 함유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강,

기울, 기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재배하기도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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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기질의원리를응용하여버섯수량을높이기위해서가

장 중요한 공정은 보습율이 좋은 물리성을 가진 배지의 선

택이 중요하다. 라오스 국가에서 가장 흔하면서 보습율과

물리성이 좋은 볏짚과 왕겨, 맥주박을 기존 사용하고 있는

톱밥에 혼합사용하여 가장 좋은 균사생장과 도를 나타내

는조합을조사하기위하여유리칼럼시험을통하여적정배

지혼합비율을시험한결과를보고하고자한다. 

라오스 농림부 PPC (Plant Protection Center)의 한라

농센터 (Korea Laos Agricultural Development Center)

에서 전통적으로사용하고 있는 고온성 라오스 느타리버섯

(Pleurotus ostreatus)을 공시균주로 사용하 다. 접종원

은 페트리디쉬(녹십자, 90mm)에 PDA(Potato Dextrose

Agar/Difco)배지를 25ml씩 분주하여 내경이 6mm cork

borer로찍어떼어낸공시균주의절편을접종하여25℃항

온기에서10일간배양한후접종원으로사용하 다.

유리컬럼 시험관 (Ф3.0 20.0㎝)에 수량단수를 제고하기

위한 배지를 혼합 처리한 것을 50g(가비중 0.21)씩 3반복
으로충진하여실리스토퍼(No.19)로마개를막은후121℃
에서 3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접종원을 15 x
15mm씩 절단하여 무균 접종하 다. 공시균이 접종된 유
리 칼럼시험관은 25±2℃로 조절된 배양실에서 배양하면
서 5일간격으로균사생장과 도를조사하 다.

대조구는 라오스 PPC (Plant Protection Center)에서 사
용하고 있는 유카리투스 톱밥 80%, 미강 19%,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0.4%, pumice 0.3%, sugar waste
0.3%를 혼합하여 수분을 55%로 조제하 다.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톱밥은 수분 보유력이 약하여 수분함량을
55%이상 높힐 수 없었으며 미강은 매우 거칠어 한국의 미
강에비하여질적으로낮았다.

라오스 찹쌀벼 품종의 볏짚과 왕겨를 사용하 다. 볏짚은

수확 후 3개월간 건조된 볏짚을 2일간 물에 침지한 후

1cm 길이로 잘라 사용하 고 왕겨는 5일간 물에 침지한

후 사용하 다. 이 볏짚과 왕겨를 라오스에서 기존 사용하

고 있는 톱밥배지의 10, 20, 30, 40,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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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PC (Plant Protection Center) and Korea Laos Agricultural Development Center in Laos

FFiigg.. 22.. Using hard wood sawdust in Laos and weak mycelial density



까지 각각 혼합처리 (V/V)하여 유리칼럼시험을 실시하여

균사의생장과 도를 5일간격으로조사하 다 (그림 3).

볏짚과왕겨를각각조제하여이를라오스에서기존사용

하고 있는 재배 배지의 80%를 차지하는 톱밥을 대체하기

위하여볏짚 : 왕겨의 비율을 2 : 8, 4 : 6, 5 : 5, 6 : 4, 8 : 2

로 각각 혼합처리 (V/V)하여 유리칼럼시험을 실시하여 균

사의생장과 도를 5일간격으로조사하 다.

라오스 수도에 위치한 라오맥주 제조회사에서는 매일 맥

주박이 약 2톤이 생산된다. 이 맥주박을 톱밥봉지재배의

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강 (19%)을 대체하기 위하

여 미강 대신 맥주박을 10, 20, 30%까지 혼합처리 (V/V)

하여 유리칼럼시험을 실시하여 균사의 생장과 도를 5일

간격으로 조사하 다.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은 진

흙과 비슷한 형태 (soil type)와 효모와 비슷한 형태

(yeast type)가 있어서 이를 건조한 후분말형태로 만들어

사용하 다. 진흙과비슷한형태(soil type)를 S.T로, 효모와

비슷한형태(yeast type)를 Y.T로나타내었다 (그림 4).

특히 라오스의 미강은 왕겨가 많이 섞여있어 양원으로

부적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미강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

가필요하 다. 

각각의 처리를 5반복 하 다. 균사생장은 5일 간격으로

균사생장 길이를 측정하 으며 균사 도는 대조구

(control)와 육안적으로 비교 조사하여 치 하게 균사가

자랐으면+++, 보통이면++, 약하면+로표시하 다. 

대조구 8.6cm/15일, 6.2cm/10일, 2.2cm/5일에 비하여

균사생장과 도가 볏짚을 혼합함으로서 균사생장과 도

가 현저히 좋았다. 볏짚 70%를 혼합하 을 때 13.5cm/15

일, 8.8cm/10일, 3.2cm/5일로서 균사생장이 가장 좋았으

며 균사 도도 가장 높았다. 다음은 60%이었고 30, 40,

50%가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볏짚함량이 줄어들면

균사생장과 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볏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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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paration of straw and rice hull for experiment Fig. 4. Soil type and yeast type of beer wastes in Lao PDR

Fig. 5. Mycelial growth and density by straw mixture content of sawdust



70%이상 혼합하면 균사생장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균사

도가현저히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볏짚은 무엇보다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단단한 나무의 톱

밥이 모래와 같아 물을 보습하지 못한 단점과 먼지와 같은

톱밥입자의 물리성 개선을 보완하여 보습력을 높여주고

입자의 공극을 확보함으로서 균사의 생장과 도가 좋아

졌다고추정한다 (그림 5).

대조구 8.6cm/15일, 6.2cm/10일, 2.2cm/5일에 비하여

균사생장과 도가 왕겨를 혼합함으로서 균사생장과 도

가 모든 처리에서 더 좋았다. 특히 왕겨 40%, 50%를 혼합

하 을 때 각각 10.1cm, 10cm/15일로서 균사생장과 도

가 가장 좋았으나 40~50%보다 많거나 적어도 균사의 생

장과 도에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10%, 20%, 60% 왕겨

혼합에 따른 균사생장과 도가 유사하 고 90% 왕겨 혼

합은균사 도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그림 6). 

라오스찹쌀벼의왕겨는한국의왕겨에비하여길이가길고

물에 담그면 가라앉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에 가라앉는

원인은 쌀 형태가 길어 도정과정에서 깨어진 쌀(broken

rice)이왕겨에남아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대조구 8.6cm/15일, 6.2cm/10일, 2.2cm/5일에 비하여

균사생장 전반기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다가 10

일째, 15일째로 갈수록 혼합처리한 것이 균사생장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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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ycelial growth and density by rice hullstraw mixture content of sawdust

Fig. 7. Mycelial growth and density by straw and rice hull mixture ratio of sawdust



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균사생장은 4 : 6의 혼합비율

이 5, 10, 15일째에 각각 2.5, 7.25, 11.25cm로 가장 좋았

고 다음이 5 : 5와 2 : 8비율이 좋았고, 6 : 4, 8 : 2 순으로

균사생장과 도가대조구에비하여좋았다(그림 7).

균사생장과 도가 볏짚과 왕겨를 비율별로 혼합 처리구

가 대조구에 비하여 모두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는 라오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 톱밥은

볏짚이나 왕겨로 대체하여 물리성을 개선해야하는 당면한

문제를안고있음을확인하 다. 

균사생장은두가지형모두약간의촉진효과가있었고균

사 도는 진흙 형보다 효모 형이 균일하게 좋았다. 라오스

의 느타리버섯 톱밥 봉지재배(그림 8)에 사용되는 미강

19%를 대체하기 위하여 라오스 유일의 맥주공장인 라오

비어에서 1일 1톤씩 생산된 효모형(Y.T)맥주박을 사용하

면 균사 도는 미강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현저히 좋고 균

사생장도약간촉진됨으로염가배지로추천할수있다. 

라오스의 느타리버섯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볏짚, 왕겨, 볏짚과 왕겨의 혼합, 맥주박을 사용하여 균사

생장과 도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라오스 찹쌀벼 품종의 볏짚 및 왕겨를 각각 기존 사용하

고 있는 톱밥배지의 10, 20, 30, 40, 50, 60, 70, 80, 90%

까지 각각 혼합처리 (V/V)하여 유리칼럼시험을 실시하여

균사의 생장과 도를 5일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 대조구

8.6cm/15일, 6.2cm/10일, 2.2cm/5일에 비하여 볏짚 및

왕겨를 각각 혼합함으로서 균사생장과 도가 현저히 좋

았다. 볏짚 70%를 혼합하 을 때 13.5cm/15일,

8.8cm/10일, 3.2cm/5일로서 균사생장이 가장 좋았으며

균사 도도 가장 높았다. 왕겨 40%, 50%를 혼합하 을

때 각각 10.1cm, 10cm/15일로서 균사생장과 도가 가장

좋았다.

볏짚과 왕겨의 비율을 2: 8, 4: 6, 5: 5, 6: 4, 8: 2로 각각

혼합처리(V/V)한 결과, 4 : 6의 혼합비율이 15일째에 각

각 11.25cm로 가장 좋았고 다음이 5 : 5와 2 : 8비율이 좋

았고, 6 : 4, 8 : 2 순으로 균사생장과 도가 대조구에 비

하여좋았다.

맥주박의 진흙 형 (S.T)과 효모 형 (Y.T)을 각각 10, 20,

30%까지 혼합처리 (V/V)한 결과, 균사생장은 두가지 형

모두 약간의 촉진효과가 있었고 균사 도는 진흙 형보다

효모형이균일하게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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