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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병재배시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계산식과 활용방법

정종천*·이찬중·문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

The formula and the utilizing method for adjusting moisture 
contents of the substrates on the mushroom bottle cultivation

Cheong Jong-Chun*, Lee Chan-Jung and Moon Ji-Won

Mushroom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umseong 369-873,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he calculation formula for calculating the below item. That is the moisture content of the
substrates raw materials, water content of the mixed substrates; the amount of media, dry weight, amount of liquid, bulk density
in the bottle; dried materials volume, water volume, mixing ratio in a substrates mixing materials; water requirement amount,
replenishment amount for water content control of the substrates and the total amount of substrates. And each was prepared in
an Excel file for automatically calculated. The calculation of the Excel file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for the mushroom
growers; to make raw material costs, per bottle nutrient content and moisture content maintained throughout the year and new
media composition. At this time we expect, while minimizing the quantity or deterioration in the daily ups and downs continued
growing courses throughout the year contribute to stabilizing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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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버섯 재배형태는 원목재배, 균상재배, 봉

지재배를 통해 현재는 병재배 방법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이 중 균상재배는 느타리 재배방법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

었으나 팽이버섯 병재배 방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

작한 90년대 이후 균상재배가 급감하면서 느타리도 병재

배나 봉지재배 방법으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양송이 재배

방법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병재배 방법은 보급 초기에

하루 입병량이 농가당 약 3천병에서 현재는 2~10만병으

로 확장하였다(MAFRA, 2011). 재배 규모의 대형화는 콘

코브, 면실박, 면실피, 비트펄프 등 다양한 배지 재료를

대량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게 되면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지재료들은 각각 수분함

량(kim, 1985), 팽윤정도 등 물리성과 pH (Cheong et al.,

2010), 단백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다름에도 농가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없이 다년간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배지재

료를 혼합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섯 병재

배 방법은 공조시설을 갖추고 재료의 혼합, 배지입병, 배

지살균, 배지냉각, 종균접종, 균배양, 노후균긁기, 버섯발

생, 버섯생육, 수확, 포장, 출하, 탈병 등 일련의 작업과정

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팽이버섯의 경우 재료 혼합에서

탈병 작업까지는 50~55일이 소요되지만 매일 입병 작업

이 이루어지므로 결국은 위의 재배 단계 전체를 매일 되

풀이 한다. 일반적으로 병재배 농가에서는 1년 중 일요일

과 명절을 제외한 300~310일 정도의 재배 작업을 하고

있다. 본 보고는 버섯재배 농장에서 사용하는 ①배지 재

료 및 조제 배지의 수분함량, ②입병한 배지의 배지량, 건

조무게, 액체량, 가비중(RDA, 2003), ③배지혼합기에 투

입하는 배지재료의 건조량, 수분량, 재료별 가중치, ④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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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 소요량과 보충량, 조제한

배지의 총량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

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계산

식들과 엑셀파일은 병재배 농가에서 배지재료비 절감, 연

중 병당 양분함량 및 수분함량 유지와 새로운 배지조성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매일 계

속되는 재배과정에서 수량 기복이나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하면서 연중 안정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지 재료 및 혼합배지의 수분함량
여러가지 배지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버섯 병

재배에서 각 재료들의 수분함량을 알면 배지의 양분 및

수분 조절, 병내 공극 유지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배지재료 또는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고 수분을 조절한

혼합배지의 수분함량은 계산식-3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

에서 시료수분량은 건조전시료무게에서 건조후시료무게

를 뺀 값이고, 건조후시료무게는 용기에 담긴 건조후시료

무게에서 용기무게를 뺀 값이다. 건조전시료 무게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기무게를 저울에 달아 기록하고,

저울의 영점을 누른 후 용기 안에 건조전시료를 넣고 무

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즉, 건조전 시료무게에는 용기무

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료를 건조한 후에

는 용기에 담긴채로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용기무게를

뺀 값을 건조후시료무게로 계산한다.

입병한 배지의 무게, 건조무게, 액체량, 가비중
버섯 병재배에 사용하는 내열성 플라스틱(PP)병은 고압

살균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도 견디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

한다. 이 때문에 입병된 배지가 분해되거나 수분증발로

수축되면 병내는 공기층이 너무 많아지면서 건조가 심해

지고, 배지의 수분함량이 너무 높으면 공극이 적어서 버

섯 균이 잘 자라지 않게 된다. 또한 배지 재료별로 수분흡

수량과 흡수속도가 다르고 수분흡수량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 정도에 차이가 많다. 버섯 병재배용 배지를 조제하

여 입병한 후 배지의 수분함량(%), 입병량(g), 입병배지의

건조중량(g), 가비중, 병내 3상조건(고상, 액상, 기상) 등

물리성을 조사함으로써 배지 수분조절을 위한 물 보충량

과 병내 양분함량 계산, 최적배지 선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버섯 병재배에서 배지입병 작업후 수분

이 조절된 배지가 병내에 담긴 배지량은 뚜껑과 빈병의

무게를 포함한 병전체무게를 측정한 후, 배지를 비우고

빈병과 뚜껑 무게를 달아서 뺀 값이다. 병에 담긴 배지무

게와 계산식-3의 배지수분함량을 가지고 배지의 건조량과

수분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병당 배지의 액체량(ml)은 배

지무게에서 수분함량(%) 만큼이며, 배지의 건조량(g)은

배지무게에서 100-수분함량(%) 만큼이다. 이를 토대로 배

지를 조성하는 재료별 함유 수분량(ml)을 계산하고 배지

목표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의 총소요량(00천병당

00리터)에 대하여 보충해줄 물의 양을 알수 있다. 병내 배

지의 건조량과 수분량의 합이 배지무게이다. 즉, 배지 입

병량(g)에서 배지건조무게(g)를 빼면 병당 수분량(ml)이

된다. 병당 수분량을 병용량으로 나누어 액상비율(%)로

한다. 병에 담긴 배지의 건조무게(g)를 병의 용량(ml)으로

나눈 값이 가비중(bulk density; g/ml)이다. 다음으로

Fig. 1. 배지재료 및 살균배지의 수분함량 계산 엑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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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고상비율−액상비율]에서 기상비율(%)을 구한다. 가

비중은 병의 크기가 다를 때나 배지 조성별로 3상조건,

병당 양분함량(g), 병당 수량 등을 비교하기에 유용한 척

도로 활용할 수 있다. 버섯 병재배 과정에서 자동입병기

로 입병 작업을 할 때 배지 재료의 물리성에 따라서 병내

에 들어가는 배지의 양에 차이가 많다. 버섯 종류별로 병

내의 고상, 액상, 기상 등 3상조건을 알맞은 비율로 유지

하는 것은 버섯균의 자람이나 자실체 수량을 올리는데 매

우 중요하다. 배지의 건조중량이 많으면 병당 양분함량이

많아서 수량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배지의 건조무게와

함께 액상도 많아지기 때문에 병내의 공극은 건조무게와

액상의 증가량만큼 적어진다. 병내에 공극이 많으면 배지

의 수축이 많아서 병과 배지 덩이 사이에 공간이 생김에

따라 수분 증발량이 많아 배지가 건조해지기 쉽다. 반대

로 공극이 너무 적으면 종균 접종후 배양 후기에 균사생

장이 더디고, 버섯의 발생과 생육도 잘 안된다. 그리고 병

내의 고상(solid phase)은 진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

비중을 진비중으로 나누어서 고상의 비율로 표시한다. 토

양학에서 진비중(real density)은 토양 구성 3상 가운데 고

상의 단위 용적당 중량, 즉 고상의 밀도를 가리키며, 일반

적으로 무기질 토양의 진비중은 2.6~3.2으로 평균 2.65

정도이다(RDA, 1995). 유기질의 비중은 낮아 1.1~1.3으

로 유기질의 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진비중은 낮아진다

(Jo, 2002). 그러나 병재배용 배지는 여러 가지 원료를 혼

합한 상태로서 진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는 병재배용 배지의 3상조건에서 고상은

가비중을 유기물의 비중 1.1~1.3의 중앙값인 1.2로 나누

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Fig. 2). 

배지재료의 건조량, 수분량, 재료별 혼합비율
버섯 병재배에서 일정한 병수를 입병하기 위한 배지를

제조할 때, 우선 배지 재료별로 실제 투입되는 포대수나

톤백 수량을 각각의 무게로 계산해 낼수 있다. 각 재료별

무게와 수분함량(%)으로 배지수분량(리터)과 배지건조무

게(kg)를 계산한다. 배지건조무게와 입병 병수로 병당 배

지건조무게(g)와 배지건조무게 총량에 대한 배지재료별

혼합비율(%)을 구한다. 배지재료별 혼합비율을 알면 톱밥

처럼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량도 조절할

수 있다(Fig. 3).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 소요량, 보충량, 조제
한 배지의 총량
버섯 병재배에서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배지의 수분은 수분함량(%) 뿐만아니라 입병 작업후 병내

에 알맞은 수분량(ml)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

다. 자동입병기로 입병 작업을 할 때 배지 재료의 물리성에

따라서 병내에 들어가는 배지의 양에 차이가 많다. 가비중

이 높은 배지 조합은 낮은 배지보다 수분함량을 조금 낮게

하여야 병내의 공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토대

로 배지를 조성하는 재료별 함유 수분량(ml)을 계산하고 배

지 목표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의 총소요량(00천병당

00리터)에 대하여 보충해줄 물의 양을 알수 있다. 이때 조제

Fig. 2.살균후 배지의 입병량 및 3상조건 계산 엑셀시트



142 정종천·이찬중·문지원

가 끝난 배지의 총량은 배지재료 총량(B)+물보충량(F) 또는

재료건조무게(C)+물소요량(E), 재료건조무게(C)+재료수분

량(D)+물보충량(F)의 식으로 계산된다(Fig. 4).

버섯 병재배용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계산식
활용 예
위의 Fig. 1부터 Fig. 4의 엑셀파일 sheet 4개를 한 개의

sheet에 복사한 후 Fig.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 5

에서 주황색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청색 부분에 입력

된 계산식이 자동으로 계산된 값으로 변환이 되고, 분홍

색 부분에서는 지정된 셀의 데이터로 자동 변환된다. 각

배지재료들은 G3~G8셀 만큼의 수분함량이며, 7,500병

용으로 투입하는 재료량(C17~C22)은 각각의 재료 수분

함량으로부터 환산한 물(E17~E22)과 재료의 건조무게

Fig. 3.배지재료의 혼합비율 계산 엑셀시트

Fig. 4.배지의 목표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 보충량 계산 엑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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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F22)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버섯 병 재배를 위하여

1,100 ml 7,500병용 배지제조 시 A29셀처럼 배지수분함

량을 66%로 조절한다면, 각 배지재료의 건조무게 합

1,963 kg(C29)에 대하여 수분함량 66%가 되기 위한 물

소요량 3,810리터(E29)를 계산해 낼 수 있다. B29셀의 배

지재료 총량 2,230 kg은 각 재료의 수분함량에서 환산된

건조무게의 합 1,963 kg(C29)과 각 재료에 포함된 수분의

합 267리터(D29)를 포함하는 값이다. 따라서 7,500병용

배지재료의 투입량 2,230 kg에는 이미 267리터의 물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수분함량 66%가 되기 위한 물 소요량

3,810리터(E29)에서 267리터(D29)를 뺀 값 3,543리터

(F29)를 보충해서 제조한 배지의 총량은 5,773 kg(G27)이

된다. 이 배지 5,773 kg을 입병수 7,500으로 나누면 병당

배지의 입병량은 약 770 g(H29)이 된다. 

위의 Fig. 5와 같이 배지의 수분함량을 62%, 64%, 66%,

68% 계산하여 팽이버섯 병재배용 배지를 제조한 후 배지

의 수분함량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수분함량의 3반

복 평균값이 62.0±0.15, 64.0±0.09, 6.0±0.008, 67.9±0.11

로 목표 수분함량에 일치하였다.

적 요

본 보고는 버섯재배 농장에서 사용하는 배지 재료 및

혼합배지의 수분함량; 입병한 배지의 배지량, 건조무게,

액체량, 가비중; 배지혼합기에 투입하는 배지재료의 건조

량, 수분량, 재료별 혼합비율;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

한 물 소요량과 보충량, 조제한 배지의 총량을 산출하는

Fig. 5.버섯 병재배용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계산식 활용 예

Table 1. 배지수분함량 계산식을 활용하여 제조한 배지의 수분함

량 조사 결과

목표수분

함량
(%)

반복

접시
무게

(g)

건조전
무게

(g)

건조후

무게
(g)

건조배지

무게
(g)

수분

함량
(%)

표준

편차

62

1 38.3 70.4 64.9 26.6 62.2 

2 44.3 71.8 71.5 27.3 62.1 

3 42.4 71.7 69.7 27.3 61.9 

평균 41.7 71.3 68.7 27.0 62.0 0.15 

64

1 41.8 71.9 67.7 25.9 64.0 

2 41.3 71.8 67.2 25.9 63.9 

3 41.3 71.6 67.0 25.7 64.1 

평균 41.5 71.8 67.3 25.8 64.0 0.09 

66

1 43.2 72.0 67.6 24.4 66.1 

2 38.2 70.5 62.2 24.0 66.0 

3 41.1 72.8 65.8 24.7 66.1 

평균 40.8 71.8 65.2 24.4 66.0 0.08 

68

1 41.0 70.9 63.7 22.7 68.0 

2 41.7 70.9 64.5 22.8 67.8 

3 41.7 70.4 64.4 22.7 67.8 

평균 41.5 70.7 64.2 22.7 67.9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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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

셀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계산식들과 엑셀파일은 병재배

농가에서 배지재료비 절감, 연중 병당 양분함량 및 수분

함량 유지와 새로운 배지조성을 만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매일 계속되는 재배과정에서 수량 기

복이나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하면서 연중 안정생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말씀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

PJ01012901 201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며, 지

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Cheong J. C., Jhune C. S., Lee C. J., and Oh J. A. 2010.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of raw

materials for mushroom substrates. 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 38(2): 136-141.

Jo Baek-hyeon. 2002. Soil science(4th). Hyangmunsa Press.

p396.

Kim Young-il. 1985. Fertilizer Analysis Commentary.

Central Culture Press. pp.748.

MAFRA(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2010 production performance of industrial crop.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95. Agriculture

Glossary Dictionary p1612. Sammi Printing Press.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3. Based on

research and analysis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p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