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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 생산 감소 원인 연구

강민구*·조우식·김우현·이숙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The causes of production decrease in button mushroom of 
Gyeongbuk province

Kang Min-Gu*, Jo Woo-Sik, Kim Woo-Hyun and Lee Suk-Hee

Gyeongbuk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Daegu 702-708,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of the cause of button mushroom production decrease of Gyoengbuk
province. In 1978, Agaricus bisporus was produced 48,000 ton and exported more than $50 millions. But since 2000, Domestic
production of button mushroom was decreased by 70%, and button mushroom farm was also decreased by 37%. Cultivation
area was increased by 6%, but Gyeongbuk Province was decreased by 30%. Especially, Production per 3.3ßŠ was dramatically
decreased more than half. There were several causes such as rising labor and material cost, climate changes, and aging of
mushroom cultivation farmers. And there was no effort to develop of domestic button mushroom cultivation equipment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reduction was supplied to low quality of button mushroom compost to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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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은 1978년 286.7 ha의 재

배면적에서 48,000여 톤을 생산하며, 5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중동의 에너지 파동과

중국산 양송이의 덤핑 수출로 버섯 생산과 수출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부터

국가적인 대책으로 추진하였던 터널 기계화 재배법과 퇴

비 제조의 생력화 방법이 부진하게 되자 국내 실정에 맞

도록 개선하여 보급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굴삭기를 이용

한 간이 생력화 배지제조법과 배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

는 회사도 생겨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Yoo, 2015).

전 세계 양송이버섯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양송이버섯의 생산량은 서구화된 식습

관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최근 10,000톤 이하로 줄어들었다(MAFRA, 2013).

과거 경북지역은 충남지역에 이어 양송이버섯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재배재료

를 충남지역에서 공급받는 종속적인 구조로 변화하였고,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양송이버섯 생산 감소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양송이버섯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신품종 육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추진하

였다.

재료 및 방법

국내외 양송이버섯 재배현황 및 생산동향 조사

국내의 양송이버섯 재배용 배지생산현황을 조사하기 위

해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형 배지 생산업체 3개

소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양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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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지역 농가 3개소, 경북지

역 농가 8개소를 방문하여 버섯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 양송이버섯 재배현황은 저자가 2013년

네덜란드의 공무국외출장 중 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기

술하였다. 양송이버섯의 수출입량은 농수산식품수출지원

정보에 기록된 통계자료(1980~2014년)를 활용하였으며, 국

내 생산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용작물생산실적(2000~

2013년)을 활용하였다.

버섯재배용 원재료 및 발효배지 이화학적 특성조사

국내에서 양송이버섯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원재

료와 발효배지를 수집한 후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T-C, T-N, T-S는 원소분석기(elementar vario max, Germany)

를 P2O5, K2O, CaO, MgO는 유도플라즈마 분광분광기

(perkinelmer optima 8300, USA)로 pH는 건조시료 5 g을

증류수 25 ml에 30분간 침적시킨 후 pH-Meter(Thermo

orion 3 star, USA)로 분석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지난 14년간(2000년 → 2013년) 국내 양송이버섯의 생

산동향을 분석해보면, 국내 농가수의 37%가 감소하였고

경북지역 농가수는 62%가 감소하였다. 국내 생산량은

70%가 감소하였고 경북지역 생산량은 71%가 감소하였다.

국내 재배면적은 6%가 증가하였으나, 경북지역 재배면적

은 30%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양송이버섯 도매가격은 지

Fig. 1. The status of Production of Domestic button mushroom (2000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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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 14년간 78%가 증가하였다. 생산

량의 감소폭은 농가수의 감소폭보다 더 컸는데, 이것은

재배농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Fig. 1). 양송이버섯 농가수와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농가경영여건이 악화,

재배방식에서는 과거보다 관수횟수를 줄이는 등 수량보다

는 품질에 중점을 둔 재배방식의 변화, 한국형 버섯배지

생산공정의 불안정한 적용을 뽑을 수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중국산 양송이버섯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농가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Fig. 2). 양송이

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위험요인이

높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양송이버섯 재배용 국산

장비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양송

이배지유통센터(가칭)의 추진사례를 볼 때도 국산 설비

및 장비의 기술력으로는 기술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시설

과 장비를 네덜란드산으로 수입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버섯농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89년도 65.3kg/3.3㎡

비해 절반이상 감소된 30kg/3.3 m
2
정도로 파악되었다

(Jhune, 2010).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농가에서는 네덜

란드, 호주 등에서 생산된 Phase II 또는 III배지를 수입하

여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가의 배지가격에 비해 생산

량은 현지 생산량의 2/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투입비

용에 비해 생산효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도 저품질배지의 유통,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

재배시설의 노후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배면적은

2009년 부여 양송이버섯특구 지정으로 인해 2000년

48 ha에서 2010년 125 ha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13년

에는 51 ha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 양송이버섯 생

산량은 22천톤으로 전년보다 3배정도 늘어난 것도 특구

지정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기간 재배농

가수는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다. 위

통계결과는 특구지정으로 인한 양송이버섯 산업전반에 미

친 영향이 일시적이었음을 말해준다. 2000년 이후 중국산

통조림형태의 양송이버섯이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산 신선 양송이버섯의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

Fig. 2. Import and Export in button mushroom (1980 ~ 2014)

Fig. 3. Supply system of mushroom compost in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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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국내 양송이버섯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신선버섯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송이버섯은 야외발효, 후발효, 배지입상, 종균접종, 균

사배양, 복토, 균긁기, 하온, 수확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다. 네덜란드, 미국 등 양송이버섯 생산 선진국에서는 이

과정을 Phase I(야외발효과정), Phase II(후발효 및 살균

과정), Phase III(균사배양이 완료된 배지)로 구분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야외발효에서 수확까지의 전체 과정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A유형)와 전문배지생산업체에서 야

외발효된 배지를 구입하여 후발효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

는 농가(B유형)로 나눌 수 있다. 경북지역의 양송이버섯

재배농가 중 일부 선도농가에서는 자가배지 생산을 하기

도 하지만 원재료보관, 배지발효 등에 어려움이 있어 많

은 농가들은 B유형의 형태로 양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

다(Fig. 3). 최근 국내 양송이버섯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해외 양송이재배 선진국의 80~100kg/3.3 m
2
보다 낮은

17.0~40.4kg/3.3 m
2
으로 조사(경북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013)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원재료의 수급불안정, 한국형

Phase Ⅰ단계의 배지생산방식을 뽑을 수 있다. 국내 양송

이버섯 생산용 배지재료인 볏짚은 축산용 수입 사료의 가

격상승으로 인해 양질의 볏짚이 조사료용으로 많이 사용

되면서 버섯배지용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영향

으로 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볏

Fig. 4. Different of mushroom composting system between Korea and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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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역시 조류독감구제역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수급이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확

대 등으로 활용범위가 다양해져 양송이버섯 농가에서 안

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버섯농가에 공급되는 볏짚의 품질은 축산농가와 친

환경농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품질이 낮은 것이 공급되

고 있다. 

국내외 Phase I 배지 생산은 생산시설과 발효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바닥에 배관(Duct)를 설치

후 공기를 불어넣어 호기성발효를 유도하는 설비가 대부

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의 롤(Roll)형태로 말린 볏

짚은 굴삭기로 배지전체를 균일하게 뒤집어 균일하게 섞

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바닥에

흡기와 배기가 가능한 배관을 설치하여 호기성발효를 실

시하고 있으며, 기계화가 용이한 절단된 밀짚을 원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배지뒤집기 전용기계를 활용하여 균

일한 뒤집기를 실시하고 있다(Fig. 4).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국내배지는 Phase I과정에서 선진국배지에 비해 1차

적으로 배지의 품질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Phase II과정에

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배지의 경우, 기계화된 터널

(Tunnel)에서 1.5 m정도의 높이로 배지를 퇴적한 후 공기

재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균일하게 후발효 및 살균을 처

리하고 있지만 국내배지의 경우, 재배사를 활용하여 균상

에서 발효를 진행하기 때문에 배지전체에 동일한 열전달

을 받기 어려워 후발효 및 살균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위

와 같은 공정차이로 인해 품질차이는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배지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이

화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송이버섯의 재

배에 적합한 C/N율은 17정도가 적합하며(Hayes et al.,

1972), 전질소(Total Nitrogen, T-N)함량은 돈분을 이용한

연구에서 2.5%까지는 수량을 증대(Rasmussen, 1960)한

다고 하였고, 볏짚대체용 밀짚배지첨가 연구에서는 2.0 ~

2.4%범위가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Kim, 2010; Lamber,

1950). 이를 참고하여 전탄소 함량(Total Carbon, T-C)은

T-N 함량 2% 기준으로 역산하여 보면 34%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공장형배지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어 경북지역으로 공급되는 양송이버섯 재배용 배지

의 이화학적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T-N 함량은

0.5~1.0%, T-C 함량은 10.0~16.2%로 조사되어 버섯배지

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였다. T-N 함량은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1.5~2.0% 보다 1%가량 낮았으며, T-C 함

량 역시 34.0%에 비해 17.8~24.0%정도 낮았다. 최근 일

부 농가에서는 1주기 수확이후 버섯이 가늘게 발생하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T-N 함

량이 낮아 정상적인 버섯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의 T-C 함량을 분석한 결과

볏짚은 33.8%, 밀짚은 23.1%로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버섯재배용으로 사용된 배지재료는 품질이 양호하지 못하

며 장기간 보관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Table 2).

양송이버섯 배지의 주재료인 볏짚, 밀짚은 보관중 수분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미생물이 발생되어 배지의 품

질에 문제를 줄 수 있다. 수확후 보관기간이 짧고 보존이

잘 된 볏짚, 밀짚의 경우 T-C 함량은 40% 이상이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해 재료의 품질은 저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ushroom composts used as mushroom farms.

Site
T-N
(%)

T-C
(%)

T-S
(%)

P2O5

(%)
K2O
(%)

CaO
(%)

MgO
(%)

Water content
(%)

pH
(1:5)

C/N ratio
(%)

Farm A 1.0 16.2 0.3 3.5 2.0 5.5 1.0 56.8 6.7 16.7

Farm B 0.9 13.9 0.2 0.6 0.6 0.7 0.3 74.8 7.4 15.9

Farm C 0.6 10.0 0.8 0.5 0.6 3.3 0.3 72.1 7.8 16.5

Farm D 0.5 10.5 0.2 0.2 0.5 1.5 0.2 70.9 7.3 23.2

Farm E 1.0 12.7 0.7 2.3 2.4 12.9 1.3 68.2 7.3 12.3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aw materials for mushroom cultivation

Raw Material
T-N
(%)

T-C
(%)

T-S
(%)

P2O5

(%)
K2O
(%)

CaO
(%)

MgO
(%)

Water content
(%)

pH
(1:5)

Rice straw 1.1 33.8 0.2 0.2 1.8 0.4 0.3 12.0 7.2

Wheat straw 0.6 23.1 0.4 0.2 2.8 1.1 0.2 11.8 6.9

Poultry manure
(Wet - Farm A) 10.9 34.0 0.4 2.8 2.7 3.7 1.0 15.3 6.5

Poultry manure
(Wet - Farm B)

4.4 22.8 0.5 3.3 2.9 8.5 3.9 17.6 6.4

Poultry manure
(Dry)

2.1 22.0 0.6 4.0 4.6 17.2 1.9 13.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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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될 수 있으며, T-C 함량 역시 낮아질 수 있다. T-C 함

량이 낮을 경우, 양송이버섯의 배지발효과정에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발효과정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버섯배지

의 품질은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균일한 배합이 이뤄지지

않아 호기성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배지의 부분에서 잡균,

버섯파리, 응애 등이 발생되어 버섯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한 T-N 함량

과 T-C 함량이 낮으면 후발효과정시 정상적인 발열이 나

지 않아 연료소모가 커지고 결국 버섯생산량 감소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적 요

국내 양송이버섯 생산동향 및 생산량 감소 원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00년 이후 국내 양송이버섯의 생산량은 70%, 농

가수는 37%가 감소하였으며 경북지역은 감소폭이 더욱

컸다. 국내 재배면적은 6%가 증가하였지만 경북지역은

30%가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 중국산 양송이(조제)가

공급되면서 양송이버섯 시장은 농가수가 감소하는 등 큰

영향을 받았으나 양송이버섯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다.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감소로 시장으로 공급되는

양이 수요량보다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양송이버섯의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농가경

영여건의 악화,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둔 재배방식의

변화, 중국산 양송이버섯의 수입,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

경 변화, 재배시설의 노후화, 양송이버섯 재배용 국산설비

의 개발이 부진하였던 것을 뽑을 수 있다. 특히, 양송이버

섯 재배용 배지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하지 못하며, 선

진국에 비해 배지의 생산기술이 떨어지지만, 1980년대 이

후 정착된 불안정한 한국형 배지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양

송이버섯 배지의 품질이 낮아진 것이 국내 및 경북지역의

양송이버섯 생산량 감소에 주요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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