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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셀을 장치한 버섯 병재배용 배지의 수분조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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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devising a method for utilizing the device of the load cell to maintain a constant water
content of the medium every day to prepare a cultural substrates with the mixer for growing mushrooms bottle cultivation. A load
cell was device under the medium mixer. It is developed when the device reaches the weight calculated as amount of substrate
bottled and number of the bottle, i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by water injection. In addition, measuring the water content of
each medium and the total weight of the medium reaches the target moisture content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program
Cheong et al. (2015). Enter the total weight of the medium on the display unit of the load cell, when starting the water supply to
reach the weight-based mixing media, the water supply is stopped. This method can improve the convenience by reducing the
user's trouble in repeated work medium prepared by automating water supply. The suitable moisture content of the mixed
medium for some kind of mushroom can be improved by the composition accuracy. And mycelial culture period, primordial
period, mushroom growing period is maintained even of the medium can be produced stabl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chieve
a stable management of the mushroom farm according to mushroom quality and quantity stable throughout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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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 재배방법은 균상재배, 병재배, 봉지재배, 원목재배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팽이버섯,

큰느타리, 느타리 등에 병재배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버섯 병재배 규모는 90년대 초에 하루 입병량 기준으

로 농가당 약 3천병에서 현재는 2~10만병까지 확장되었

다(MAFRA, 2014). 소규모이던 때는 톱밥, 미강, 밀기울

등 국내 농산부산물로 병재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배지재료의 대량공급에 어려워지면서

콘코브, 면실박, 면실피, 비트펄프 등 다양한 재료들을 대

량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되면서 수입의존도가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지재료들은 각각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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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병재배는 재료의 혼합, 배지입병, 배지살균, 배지

냉각, 종균접종, 균배양, 노후균긁기, 버섯발생, 버섯생육,

수확, 포장, 출하, 탈병까지의 작업을 1년 중 일요일과 명

절을 제외한 300~310일 정도로 매일 실시하고 있다. 그런

데 버섯 배지재료들은 대부분이 식물체의 부산물로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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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기가 작물의 수확기 및 가공 이후에 일시적이기 때문

에 재료의 산출 이후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료의 수분함량 함량은 낮아지고, 수

분함량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 철마다 기온과 상대습도가 다르

므로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배지재료의

품질과 수분함량에 차이가 많을 수 있다.

지금까지 버섯 병재배 농가에서 배지혼합 조제시 수분함

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배지를 손으로 한웅큼 쥐어짜는

방법, 그릇에 배지를 담아서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 물 공

급량을 매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급수펌프에 타이머를

설치하는 방법, 소량의 배지를 적외선 수분측정기나 전자

렌지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

러나 병당 입병량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배지 전체를 무

게를 달아보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시험은 버섯 병재배용 배지혼합기를 사용하

여 배지를 조제할 때 수분조절을 위해 물 공급하는 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매일 반복 작업하는 배지

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실시하였다. 버섯 병

재배 시 배지를 조제(배지재료를 혼합하고 물을 공급하여

수분함량을 조절하는 작업과정)하여 입병작업을 하는 과

정에서 배지의 수분함량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지 혼합기 하부에 로드셀(무게를 숫자로 표시

하는 무게측정 장치)을 장치하여 병당 입병량과 입병수로

계산한 무게에 도달했을 때 물 주입이 자동적으로 끝나도

록 하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또한 배지재료별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혼합기에 투입하는

재료들로부터 건조중량을 계산해 배지조제시 목표로 하는 수

분함량에 도달하는 배지의 총 무게를 산출하는 엑셀프로그램

(Cheong et al., 2015)을 활용하였다. 이때 로드셀의 혼합기 무

게 표시부에 일정한 입병수와 목표 수분함량에 따른 배지의

총 무게를 입력하고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혼합배지가 입

력해 둔 무게에 도달하면 물 공급이 자동으로 끊기게 된다.

이 경우에 로드셀을 장치한 배지혼합기에 배지재료를 매일

같은 비율과 양을 넣고 물을 공급하면 항상 혼합배지의 총 무

게가 일정하게 됨으로써 입병량과 수분함량, 병내 3상조건

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균 배양기간, 버섯 발생 및 생육기간

이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과 수량 등 안정생산이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배지 혼합기와 로드셀 장치
버섯 병재배 시 배지를 조제하여 입병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배지의 수분함량을 매일 일정량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지 혼합기에 로드셀을 장치하여 병당 입병량

(g)과 입병할 병수를 곱한 무게(kg)에 도달했을 때 물 주

입이 자동적으로 끝나도록 하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이

장치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로드셀 장치의 구성품
- 로드셀 : 4개 (혼합기의 용량에 따라서 2톤, 3톤, 5톤

용 중에서 선택)

- 평형틀 : 1대 (혼합기 밑면의 규격에 맞게 제작)

- 급수부 전자변 : 1개 (물 공급 자동 개폐용)

- 표시부 : 1대

- 전원공급 및 연산제어장치 : 1대

 

로드셀 장치의 원리
혼합기 밑 4군데에 위치할 로드셀이 동일한 압력을 받

을 수 있도록 평형틀을 설치하여 수평을 유지한다. 로드

셀에서 감지한 압력이 전자제어부에서 연산하여 무게를

표시부에 숫자로 나타낸다. 배지 혼합시에 물 공급은 혼

합기 무게가 표시부에 입력한 무게에 도달하면 전자변이

닫히도록 제어장치를 설계하여 물 주입이 중단한다. 물의

부피 1 L는 무게 1 k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혼합기 밑

에 평형틀과 로드셀을 장치하므로 설치 높이가 15 cm 정

도 높아진다. 혼합기에 걸쳐진 사다리 등 다른 장치가 땅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하고 혼합기의 무게 측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배지 조제시 활용방법
로드셀이 장치된 혼합기의 무게를 표시부(Fig 1)에서

숫자 “0”이 표시되도록 영점을 잡는다. 목표로 하는 배지

수분함량이 조절되었을 때의 전체 배지무게(배지재료+물)

가 표시부에 나타나도록 숫자를 설정한 후 현재 무게 표

시상태(0)로 빠져나온다.(계산 예; 1병당 배지 입병량

650 g씩 10,000병용 배지를 혼합할 경우 배지 총량은

6,500 kg이므로 전체 배지무게 “6500”을 설정한다.) 혼합

기 내에 배지재료들을 넣고(이때 일정한 무게가 표시된다)

배합한 후 물공급 스위치를 작동한다. 혼합기 내에 들어

있는 배지재료들과 물의 무게 합이 설정된 값 6,500에 도

달하면 급수부 전자변이 닫히면서 물 공급이 중단된다.

매일 동일한 배지조성 비율과 입병량으로 반복되는 배지

의 조제 및 입병작업 과정에서 톱밥 등 배지재료 각각의

수분함량에 기복이 심한 조건에서도 혼합한 배지의 수분

함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결과 및 고찰

배지 재료 및 혼합배지의 조성

Fig. 1. Load cell and the display installed in a medium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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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버섯 병재배용 배지재료로는 미송톱밥, 미

루나무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면실피, 미강, 밀기울, 건

비지, 케이폭박, 면실박, 패화석분말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Cheong et al., 2014). 이런 재료들의 수분함량은 대

부분이 10~15% 범위이나 미루나무톱밥은 24% 내외, 미

송톱밥은 45%정도이며, 특히 미송톱밥의 야외발효를 위

하여 물을 뿌리는 경우에는 55~75%까지로 다양하다. 이

와 같은 버섯 병 재배용 배지를 조제하기 위해 배지 재료

를 혼합하고 물을 공급하여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작업

과정이 수반되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배지 재료의 수분

함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배지 조제시 수분 함량 측정이

필수적이다. 이 때, 수분 함량 측정 방법은 쥐어짜기, 무

게 달기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배지 재료의 수분 흡수율

및 팽창률, 배합 시간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많으며, 버섯

의 종류와 입병량에 따라서도 알맞은 배지 수분함량이 달

라진다. 예를 들면, 손으로 쥐어짜는 방법은 수분 함량의

정도가 배지 조성 재료의 종류 및 배합 비율에 따라서 편

차가 크며, 그릇에 담아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은 배지 조

성이 동일한 때는 반복 수행시 편차가 작았으나 배지 조

성이 상이한 경우는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유량계를 활

용하는 방법은 일정량의 물을 주입할 수 있으나 배지 재

료의 수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조제한 배지의 수

분 함량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배지

혼합기에 로드셀을 장치한 경우 물 주입에 자동화가 가능

하며 반복되는 배지조제 작업에서 혼합배지의 수분함량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편리하다.

배지혼합기에 로드셀 장치의 설치
버섯 병재배용 배지혼합기의 하부 바닥과 지면 사이의

모서리 4군데에 로드셀이 부착된 계량장치를 삽입하여

배지혼합기의 전체무게를 계량하게 되어 있다. 각 로드셀

에서 계량된 값은 정선박스로 통합되어 연산제어기로 입

Fig. 2. Overview of load cell devices in a medium mixer.

Fig. 3. Calculation results of the total amount substrates for using load cel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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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되고 연산된 후 계량값을 모니터에 나타내거나 다음 동

작을 자동제어하기 위한 비교값으로 활용된다. 배지재료

호퍼를 통하여 혼합기에서 소요되는 배지재료를 정량공

급한다. 저수조의 물은 혼합기에 배지재료가 투입된 후

배지의 수분 조절을 위해 필요한 양이 공급되는데, 설정

한 배지의 총중량에 도달하면 물 공급을 중단한다. 이때

물공급은 배지재료에 필요한 함수율을 맞추기 위한 물공

급이 정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어밸브가 자동으로

개폐하여 물 공급을 제어하도록 구성된다(Fig. 2). 한편,

작업자는 투입된 배지재료와 물의 중량을 각각 기록하여

함수율(%)[물 공급량÷(배지재료 총량+물 공급량) × 100]

을 측정한다.

배지 조제시 로드셀 장치의 활용을 위한 배지총량 계산
로드셀을 장치한 배지혼합기에서 조제한 배지의 총무게

를 산출하기 위하여 Cheong 등(2015)이 보고한 버섯 병

재시 배지의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계산식 엑셀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포플러톱밥 등 배지 재료와 전날 입병하

여 살균해 둔 종균 접종전 배지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병을 포함한 살균후 배지의 병당 무게와 빈병 무

게를 측정하여 입병량(병내 배지무게)을 산출하고, 입병량

과 배지수분함량으로 배지액체량, 배지건조량을 계산해

내었다. 또한 10,000병 입병을 위하여 배지재료로 혼합기

에 넣은 재료들의 무게를 재료의 수분함량을 통하여 수분

량과 건조무게로 환산하였다. 목표로 하는 배지수분함량

에 대하여 보충해야할 물 공급량이 결정되고 혼합기에 투

입하는 배지재료 총량과 합한 값인 [목표수분함량의 배지

총량]이 로드셀 장치에 설정할 값이다. Fig. 3은 Cheong

등(2015)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산 예이다. 혼합

살균배지의 수분함량이 66.5%(G10)이었는데 배지 조제

시의 목표수분함량을 67%(A29)로 설정한 것은 배지 살

균시 수분이 증발하는 양으로 병당 10 g 정도를 더 늘려주

기 위해서이다. 즉 목표수분함량을 66.5%로 하면 10,000

병용 배지 총량이 6,806 kg인데, 67.0%에서는 6,909 kg이

므로 그 차이는 103 kg으로 병당 약 10.3 g이다. 

적 요

본 보고는 버섯 병재배용 배지혼합기를 사용하여 배지

를 조제할 때 매일 배지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 로드셀을 장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한 결과이다.

배지혼합기의 하부에 로드셀을 장치하고 병당 입병량과

입병수로 계산한 무게에 도달했을 때 물 주입이 자동적으

로 끝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배지재료별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프로그램(Cheong et al., 2015)을 활

용하여 배지 조제시 목표로 하는 수분함량에 도달하는 배

지의 총 무게를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로드셀의 표시부

에 목표 수분함량에 따른 배지의 총 무게를 입력한 후, 물

공급을 시작하여 혼합배지가 입력해 둔 무게에 도달하면

물 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물 공급을 자동화하여 반복되

는 배지 조제 작업에서 사용자의 수고를 경감시켜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버섯 종류별 배지 조성별로

혼합 배지의 알맞은 수분 함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균 배양 기간, 버섯 발생 및 생육 기간이 균일하게

유지되어 배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연

중 버섯 품질 및 수량 안정으로 버섯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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