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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 of oriental medicine sludge was 5.3, which was similar to 5.2 of the main ingredient, corncob. Its sugar content, however,
was 4.8 mg/g, which was 2.5 times higher than concorb's 1.9 mg/g. According to the addition content analysis of oriental medicine sludge
by using blood agar plat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uch more robust growth than the control group. 10% of oriental medicine
sludge was added to corncob and pine tree sawdust for test-tube culture. Then they were cultivated at 25oC for 6 days after inoculating
Flammulina velutipes liquid spawn. The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showed 2.2~3.4 and 5.8~6.4 cm hypae growths
respectively. At the field test for 10% herbal medicine refuse, mushroom yield dropped by 5%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it had distinctively lower number of deformity and the 2nd grade products. An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cultivation
facility that produces 160,000 mushrooms per day.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facility can save 50,000,000 won in the starting
year and 130,000,000 won in the following years from the unit cost of production excluding labour and operation cost. 

KEYWORDS: Corncob, Flammulina velutipes, Oriental medicine sludge, Medium development.

서 론

생태계 내에서 무기물을 분해하여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섯 중에서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은 주름버섯목(Agaricales) 송이과(Tricholomataceae)에 속

하는 식용버섯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담자균의 일종이다(Chang, 1976; Chai,

2001). 야생에서는 팽나무, 뽕나무, 사시나무 및 버드나무

등의 활엽수 뿌리나 줄기를 분해하여 cellulose, lignin 및

monosaccharide 등과 같은 당류를 이용하여 생장하고 있

으며(Koenigs, 1971; Choi et al, 1998), 인공재배는 1899

년 일본에서 감나무 원목을 이용한 인공 버섯재배가 시작

된 이래 포자 접종방법 개선 및 톱밥 등을 이용한 상자

재배방법 등을 거쳐 1960년 이후부터 온도, 습도 및 광

등을 조절하여 실내에서 polypropylene 병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Ishikawa, 1968). 그리고 1990년 중반 이후부

터 버섯의 재배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기업화됨에 따라

그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Chang, 1976; Joo



18 서권일·김철호·서동철·이성태·박경욱·이창윤·이상원

et al, 1996). 

버섯에 관한 연구로는 식용버섯 및 약용버섯 추출물에

대한 항암활성 및 생리활성 규명 등의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지만(Kim et al, 1980; Yoshioka et al, 1985;

Han et al, 2003), 버섯의 인공재배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버섯재배 과정 중 발생하는 질병방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

니라(Lee et al, 1999; Gal and Lee, 2002; Park et al,

2009) 고품질의 버섯 및 다수확 품종육종, 배지에 각종영

양원 첨가효과 및 재배과정 중 일어나는 배지의 화학적

성분변화를 조사하여 배지재료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ang, 1976; Cheong et al,

1995; Joo et al, 199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용

및 약용버섯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버섯생산

을 위한 배지재료의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와 같은 버섯재배 시의 배지성분으로는 콘코프(corncob),

비트펄프(beet pulp), 면실피(cottonseed), 미강(rice bran),

밀기울(wheat bran), 건비지(soybean curd residue) 및 패

화석(oyster shell powder)등이 사용되고 있는데(Cheong

et al, 2012) 이들 배지성분의 주재료인 톱밥 및 콘코프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자재 가

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버섯업계에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

켜 농가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외화유출을 가중시키고 있

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버섯의 생산

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한의원 등에서 다량 배출되는 폐

한방슬러지를 팽이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의 첨가제로 사

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행한 다음 직접 폐 한방슬러

지를 첨가한 버섯배지를 개발하여 팽이버섯 재배에 응용

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실험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및 시험재료 
 팽이버섯 균주는 경북 청도군 소재의 (주)그린피스 팽

이버섯 재배농장의 실험실에 보관 중인 Flammulina

velutipes Fv1-5를 분양받아 PDA(potato dextrose agar)평

판배지에 배양하여 4
o

C 냉장 보존하여 두면서 사용하였다.

폐 한방슬러지는 시내의 한의원 등에서 한약을 추출한 후

폐기처리 되는 찌꺼기를 무작위로 수거한 후 자연 건조시

켜 5
o

C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두면서 실험에 사용할 때 80

mesh로 분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실험재료 일체는 (주)그린피스에서 제공 받아 사용

하였다. 

 

폐 한방슬러지 및 배지의 일반성분
폐 한방슬러지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Washington

D.C., USA, 1990)으로 3회 반복 실험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조회분은 550
o

C 직접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지방추

출법, 조단백은 micro-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다. 조섬유

는 시료를 acid detergent 용액으로 60분간 끓인 후 이 용

액에 용해되지 않는 성분인 acid detergent fiber(ADF)를

측정하였다. 

 

폐 한방슬러지 첨가농도 
폐 한방슬러지 첨가농도가 팽이버섯 균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팽이버섯 재배 농가에서 제공 받은 콘

코프 및 밀기울 등의 배지성분은 5
o

C로 보관해 두면서

80 mesh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평판배지 상에서

의 검토는 기질로 첨가하는 콘코프 함유량을 5, 10 및

15%(w/w)줄이고 폐 한방슬러지를 같은 비율로 첨가하여

121
o

C, 30분 멸균한 다음 petri dish에 분주·응고시켜 평

판배지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평판배지 중앙에 블록형태

의 팽이버섯 종균을 접종한 다음 25
o

C의 항온기에 배양

하면서 성장하는 팽이버섯 균사의 지름을 측정하였다. 대

조구로는 PDA평판배지와 폐 한방슬러지를 첨가하지 않

고 콘코프 49%(w/w), 미강 39%(w/w), 밀기울 7%(w/w)

및 패화석 5%(w/w)로 구성된 시험구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시험관을 사용한 팽이버섯 균사성장의 검토는 분쇄하

지 않은 기존의 팽이버섯 배지성분에서 콘코프의 첨가량

을 10% 줄이고, 폐 한방슬러지를 10% 첨가하여 잘 혼합

한 다음 100 ml 부피의 시험관에 충진시켜 121
o

C, 30분

멸균시킨 후, 미리 배양하여 준비해둔 액체종균 5 ml를

배지 상층부에 균일하게 접종하여 25
o

C의 항온기에서 9

일 동안 배양하면서 팽이버섯 균사의 성장 길이를 관찰하

였다(Jeong et al, 2012). 그리고 폐 한방슬러지의 이용성

확대를 위한 기초실험으로 팽이버섯 이외에 표고 및 녹각

버섯의 배양도 동일조건에서 행하였다. 대조구로는 버섯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팽이버섯배지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배지성분의 환원당 및 pH 측정 
80 mesh로 분쇄한 시료 10 g를 멸균 증류수 90 mL에

혼합한 후 90분 동안 실온에서 강하게 진탕시킨 다음

12,000× g,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시료

로 사용하여 환원당은 DNS법(Miller, 1960)으로, pH는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Jeong et al, 2012).

 

폐 한방슬러지 배지의 현장적용시험 
폐 한방슬러지가 첨가된 배지의 현장 재배시험은 (주)그

린피스의 팽이버섯 재배동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팽이버

섯의 재배는 1,100 mL 버섯 재배용 병을 사용하였고, 대

조구의 성분은 콘코프 49%(w/w), 미강 39%(w/w), 밀기

울 7%(w/w) 및 패화석 5%(w/w)를 잘 혼합하여 함수율

은 66.7%, pH 6.68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시험구인 폐

한방슬러지 첨가배지는 대조구 배지성분에서 콘코프의 첨

가량을 10%(w/w) 줄인 대신 폐 한방슬러지를 10%(w/w)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의 배양조건 등은 (주)그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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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팽이버섯 재배 시와 동일하게 행하여 버섯의 수확량,

생육부진 상태 및 곰팡이와 세균에 의한 질병발생상태 등

을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폐 한방슬러지의 이화학적 분석 
폐 한방슬러지 및 팽이버섯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콘코

프 등의 일반성분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

분함량은 사용한 모든 배지성분에서 10% 미만으로 비슷

하게 나타났으나, 조지방함량은 미강이 19.7%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은 폐 한방슬러지 및 밀기울이 각각 5.1% 및

3.6%를 나타내었다. 조단백질함량은 폐 한방슬러지, 밀기

울, 미강 및 콘코프에서 각각 8.8%, 8.6%, 5.3% 및 3.6%를

나타내었다. 조회분함량은 패화석에서 약 93.1%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미강에서 7.9%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의 폐 한방슬러지, 콘코프 및 밀기울에서는 4.6~4.9%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조섬유함량은 콘코프와 폐 한

방슬러지에서는 약 32%~41%를 나타내었으나 밀기울 및

미강에서는 12.4~9.8%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폐 한

방슬러지는 팽이버섯 배지를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하

는 콘코프보다 조지방 및 조단백질 등의 함량이 높고 보조

첨가제로 사용하는 미강 및 밀기울 등과도 거의 성분차이

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팽이버섯 배지의 보조 첨가제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H
폐 한방슬러지 및 콘코프 등의 pH를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팽이버섯 재배에서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콘코프의 pH가 5.2로 측정되었으며, 폐 한방슬러지의 pH

는 5.3으로 비슷한 pH를 나타내었다. 미강과 밀기울의

pH는 각각 pH 5.9와 6.2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패화석의

pH는 7.5정도를 나타내었다. Han 등 (2003)은 곡물액체

배지에서 팽이버섯 균사체를 배양하기 위하여 배지의 pH

를 검토한 결과 pH가 4.5~6.5범위에서 버섯의 균사생육

은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 졌으나 최적생육 pH는 pH 5.0

~6.0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Cheong 등 (1995)은 팽이버섯

을 재배할 때 미송톱밥의 pH가 5.1인데 비하여 미강은

pH 6.3, 계란껍질은 pH 6.8로 너무 높아 이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

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폐 한방슬러지의 pH는 주재료인

콘코프 pH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팽이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재료로 사용하여도 배지의 pH 측면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원당 
팽이버섯 배지재료로 사용한 폐 한방슬러지 및 콘코프

등의 환원당 함량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폐 한

Table 1. Composition of media ingredients

Composition(%) Oriental medicine sludge Corncob Rice bran Wheat bran Oyster shell powder

Moisture 9.7±0.5 9.8±0.3 9.3±0.4 9.8±0.5 6.7±0.2

Crude fat 5.1±1.1 0.3±0.2 19.7±0.5 3.6±0.6 0.2±0.2

Crude protein 8.8±0.8 3.6±0.3 5.3±0.4 8.6±0.6 1.2±0.3

Crude ash 4.6±0.5 4.7±0.4 7.9±0.7 4.9±0.8 93.1±1.2

Crude fiber 32.2±1.1 40.8±1.3 9.8±0.9 12.4±1.1 0.4±0.6

Fig. 1. Materials of medium for cultivation of Flammulina
velutipes and pH of oriental medicine sludge. A: Oriental
medicine sludge, B: Corncob, C: Rice bran, D: Wheat bran,
E: Oyster shell powder 

Fig. 2. Materials for cultivation of Flammulina velutipes and
content of reducing sugar in oriental medicine sludge. A:
Oriental medicine sludge, B: Corncob, C: Rice bran, D:
Wheat bran, E: Oyster shel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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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슬러지의 환원당 함량은 4.8 mg/g으로 미강의 5.9 mg/g

보다는 약간 낮지만 주재료로 사용하는 콘코프의 1.9 mg/g

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밀기울에

서는 2.4 mg/g, 패화석에서는 0.57 mg/g이 검출되어 폐

한방슬러지가 각각 2~8배 높은 환원당 함량을 나타내었

다. 이상의 결과로 폐 한방슬러지는 버섯을 재배할 때 기

질의 보조제로 첨가할 경우 버섯의 생육에 필요한 탄소원

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평판배지에서 폐 한방슬러지 첨가농도 
평판배지 상에서 폐 한방슬러지 첨가농도가 팽이버섯의

균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구는 PDA 평판배지와 팽이버섯 농가에서 사용하는

배지에 폐 한방슬러지를 첨가하지 않은 시험구 모두를 사

용하였다. PDA 배지에서 보다 팽이버섯 농가에서 사용하

는 배지성분을 분쇄하여 제조한 평판배지에서 팽이버섯의

균사성장이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팽이버

섯 농가에서 사용하는 배지에 폐 한방슬러지를 0, 5, 10

및 15% 농도범위로 첨가시킨 평판배지에서는 배양일 수

가 경과됨에 따라 팽이버섯 균사성장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양 5일째까지는 모든 시험구에서 거의 비슷

한 균사성장을 나타내었지만 9일째에 PDA 평판배지에서

는 약 5.6 ㎝, 폐 한방슬러지를 0, 5, 10 및 15%(w/w) 첨

가한 시험구에서는 각각 6.1, 6.3, 6.5 및 6.2 cm의 균사성

장을 나타내어 폐 한방슬러지를 10%(w/w) 첨가한 시험

구에서 균사성장이 가장 우수하고 조밀한 것으로 관찰되

었다. 15% 첨가구에서는 배양시간이 길어질수록 균사가

배지표면에 퍼져 나가지 못하고 서로 뭉쳐서 성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느타리버섯의 생산단가를 절약하기 위하

여 한방재료인 지리오갈피, 야생 쑥 및 홍화대 등의 첨가

농도를 평판배지 상에서 검토한 결과 9%의 분말을 첨가

한 시험구에서 느타리버섯의 균사성장이 매우 빠르고 조

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Jeong et al, 2012). 톱밥배지에

계란껍질을 5~15%첨가함으로써 버섯배지의 물성을 개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Cheong et al, 1995). 또한 Choi 등

(1998)은 홍화를 첨가한 배지에서 팽이버섯의 균사생육을

검토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균사생장 길이를 8 mm 촉

진시켰으며 배양완성일은 1일 단축, 배양완성률은 3.1%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폐 한방슬러지

의 첨가 농도는 10%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폐

한방슬러지를 이용한 팽이버섯 배지 개발 가능성은 충분

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폐 한방슬러지 10% 첨가배지에서 균사성장
팽이버섯의 재배는 최근 콘코프 함유배지를 많이 사용

하고 있으나 톱밥배지를 사용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배지에 대하여 검토를 행하였다. 실제 버섯재배농

가에서 사용하는 콘코프 및 미송톱밥배지에 폐 한방슬러

지를 10% 첨가하여 제조한 배지를 시험관에 충진시킨 다

음 팽이버섯 종균을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의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대조구는 폐 한방슬러지를 첨가하지 않

은 배지를 사용하였다(Fig. 4의 A, B-a). 콘코프(Fig. 4의

A) 및 톱밥배지(Fig. 4의 B) 모두 배양 6 일째에 대조구에

서는 2.2~3.4 cm 정도 균사가 성장하였지만 폐 한방슬러

지를 첨가한 시험구에서는 균사성장이 아주 왕성하여 5.8

~6.4 cm 정도 균사가 성장하였으며, 균사의 밀도도 아주

조밀하게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의 A, B-b).

그리고 팽이버섯뿐만 아니고 표고버섯 및 녹각버섯(영지

Fig. 3. Effects on mycelium growth of Flammulina velutipes
owing to addition concentration of oriental medicine sludge
on plate medium.

Fig. 4. Mycelial growth of Flammulina velutipes, Ganoderma
lucidum, and Lentinus edodes in media supplemented with
10% oriental medicine sludge. A; media supplemented with
corncop, B; media supplemented with sawdust. a; control of
Flammulina velutipes, b; Flammulina velutipes, c; Ganoderma
lucidum, d; Lentinus edodes. The media consist of 49% (w/w)
corncop or sawdust, 39% (w/w) rice bran, 7% (w/w) wheat
bran, and 5% (w/w) fossil s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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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일종)을 접종한 시험구에서도 균사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Jeong 등(2012)은 여러 종류의 한방재료가 느

타리버섯의 균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배양

일수가 길어질수록 대조구와 시험구의 균사성장 차이는

더욱더 현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등(1997)은 느타

리버섯 재배에서 톱밥과 미강을 8:2로 혼합한 배지보다

톱밥, 미강 및 마늘껍질을 5:2:3으로 혼합한 배지에서 버

섯균사 성장이 양호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농산폐자원을 이

용하여 느타리버섯 생산단가의 저렴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폐 한방슬러지를 이용한 버섯

의 배지개발은 팽이버섯과 같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병

재배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및 영지버섯과 같은 봉지재배

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장실험 
폐 한방슬러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은 경북 청도군 화양

읍 소재의 그린피스 팽이버섯 재배농장의 도움으로 실시

하였으며, 그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각각 Fig. 5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팽이버섯의 생산은 1,100 mL의 버섯재배

용 병을 사용하여 폐 한방슬러지를 10% 첨가하여 행하였

다.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폐 한방슬러지를 첨가한 시

험구에서 팽이버섯의 균사배양(Fig. 5-A) 및 자실체의 형

성(Fig. 5-B, C)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전혀 차이를 나타내

지 않고 왕성하게 생육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팽

이버섯의 평균수확량, 기형버섯 발생량, 2등품 버섯, 생육

부진 및 버섯질병 발생율 등을 관찰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대조구 및 시험구에서의 흰곰팡이 및 세균성 갈

색무늬병 등의 발생은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 시험구 A,

B 및 C에서의 병당 팽이버섯의 수확량은 대조구보다 약

5%정도 떨어졌지만 기형버섯 발생율과 2등품버섯의 생산

량은 폐 한방슬러지를 첨가한 시험구에서 월등하게 적었

다. Jeong 등(2012)은 폐 한방슬러지로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를 행한 결과 버섯 종균의 활착이 우수하여 균사생장

이 2~3일정도 빠르고, 버섯의 수확량이 10~15%정도 증

수되었으며, 생산된 버섯의 품질은 시험구에서 대 및 갓

등의 굵기와 크기가 균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Cheong

등(1995)은 톱밥배지 제조 시에 계란껍질을 15% 첨가함

에 따라 배지의 물성이 개선되고 배지 중의 인과 칼슘함

량이 높아 생산된 버섯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버섯자실

체의 수량이 23% 증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

로 폐 한방슬러지를 이용한 팽이버섯의 생산가능성은 충

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버섯의 생산단가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분석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대부분 버섯의 배지성

분으로 콘코프 및 미강 등 5~7종류의 배지성분을 혼합하

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배지의 주원료는 톱밥을 많

Fig. 5. Production process of Flammulina velutipes by using
10% oriental medicine sludge. A; 25 day post mycelial
growth, B; 16 day post mushroom cultivation, C; 28 day post
mushroom cultivation. a; Control, b; Sample. 

Table 2. Harvest and growth condition of Flammulina velutipes
on medium supplemented with oriental medicine sludge 

Item Control
Samples*

A B C

Mushroom harvest (g/bottle) 286±5 279±4 264±8 270±6

Incidence of malformed 
mushroom(%)

88±3 66±2 3±1 6±1

2 rating mushroom(%) 63±4 3±0.6 0±0.2 3±0.3

Growth retardation(%) 0±0.1 3±0.4 0±0.1 47±2

Incidence of white mold(%) 0 0 0 0

Incidence of bacterial
infections(%)

0 0 0 0

*

A, B and C are samples which were cultured under the same con-

dition.

Table 3. Cost savings owing to 10% oriental medicine sludge
instead of corncob

Item Economic analysis Comparison

Size of plant
(bottle/day) 160,000 bottle Automation

Corncop price
(won/kg)

320 won  

Amount of using 
corncop(kg/day)

160,000 bottle×102 g /
bottle=16,320 ㎏

1,100 mL/bottle

Corncop savings
(kg/day)

16,320 kg×10% =1,632 kg  

Saving unit 
price(won/year)

522,240 won×360 day
=188,006,4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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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콘코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에 콘코프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행하여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생산단가 절약금액을 산

출하면 그린피스 농장의 경우 1일 팽이버섯 생산량이 16

만병에 이르고 콘코프의 구입비는 320원/kg이며, 병당 콘

코프의 사용량은 102 g정도이다. 이를 근거로 콘코프 대

신에 폐 한방슬러지를 10% 사용할 경우 1일 콘코프의 절

약량은 1,632 kg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약 1

억9천만원 정도 절약된다(Table 3). 그러나 폐 한방슬러지

는 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하고 단단하여 입병 및 타공 시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분이 함유된 폐 한방슬러지의 건조 및 분쇄 과정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초기 기기설치비를 비

롯한 자본적 경비, 인건비 및 소요경비를 계산하면 약 1

억4천만원/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상의 계산 근거에 의하면 당해 년에는 약 5천만원의 버

섯생산 단가절약이 예상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약 1억3천만원의 단가 절약이 예상된다.

Jeong 등(2012)은 느타리버섯의 재배에서 배지 주성분으

로 사용하는 폐면을 10% 절약하고 다른 농산 폐자원을

이용할 경우 40평 재배사 1동을 기준으로 900,000원 정

도의 소득증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방의료기관

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군 단위의 농

촌지역에서 배출되는 폐 한방슬러지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의 버섯재배농장보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의 버섯재배 농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느타리버섯과 같은 균상재배를 행하

는 버섯이나 봉지재배를 행하는 표고, 상황 및 영지버섯

등의 재배에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폐 한방슬러지의 pH는 5.3으로 주재료인 콘코프의 pH

5.2와 비슷하였으나, 환원당 함량은 4.8 mg/g으로 콘코프

의 1.9 mg/g 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평판배지를 사용

하여 폐 한방슬러지의 첨가농도를 검토한 결과 폐 한방슬

러지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5, 15 및 10%(w/w) 첨

가 순으로 팽이버섯 균사 성장이 왕성하였다. 콘코프 및

미송톱밥배지에 폐 한방슬러지를 각각 10% 첨가하여 제

조한 배지를 시험관에 충진시킨 다음 팽이버섯 액체종균

을 접종하여 25
o

C에서 6일 동안 배양한 결과 대조구에서

는 약 2.2~3.4 cm, 시험구에서는 약 5.8~6.4 cm의 균사성

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및 녹각버섯(영지버섯 일종)을 접종한 시험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얻었다. 폐 한방슬러지를 10% 첨가한 배지로

현장실험을 행한 결과 팽이버섯의 수확량은 대조구보다

약 5%정도 떨어졌지만 기형버섯 발생율과 2등품 버섯의

생산량은 시험구에서 월등하게 적었다. 팽이버섯의 생산

량이 16만병/1일 행하는 재배사를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

을 행한 결과 당해 년에는 약 5천만원이 절약되고 그 다

음해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약 1억3천만원의

생산단가 절약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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