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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spent mushroom substrate
for raising bed soil of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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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pent mushroom substrate has ingredient raising rice bed soil. spent mushroom substrates are organic
content is 60.72% were nitrogen - phosphoric acid - potassium is 1.39 - 0.89 - 0.81% of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determine.
Post-harvested mushroom substrates of the stabilization process, the temperature of the 20 days time progress in the pH of the
rise and fall of temperature down were germination index also 77, as identified, Spent mushroom substrate bed soil for raising
rice Ingredient to take advantage of the 20 days or more stabilization process needed to be investigated. Rice seed germination
characteristic is in the common bed soil for raising rice ingredients manufactured control group and the comparison in spent
mushroom substrate is 10% or less of a mixed experimental population of the germination rate is 82% was more than average
days to germination and germination energy, even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is or control group than good level was ok.
Growth initial also spent mushroom substrate is 10% or less of a mixed experimental population of shoot dry matter (top) and
grave less than control group higher as confirmed spent mushroom substrates are bed soil for raising rice ingredients are likely to
take advantage of the high, as was the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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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버섯 1 kg을 생산하는데 5 kg정도

발생되며(Williams et al., 2001; Kim et al., 2007) 배지

원료의 종류와 배합비율은 버섯품종, 재배방식, 재배농가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배출되는 버섯 수확 후 배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상은 다양하다. 2011년 우리나라 버섯

생산량은 약 165,273 M/T정도이며 이 중 큰느타리, 느타

리, 팽이버섯의 생산량이 87%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2).

버섯인공재배 시에 사용되는 배지원재료는 면실박, 톱

밥, 비트펄프, 콘코브가 이용되고 있으며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등의 목질섬유소를 포함하고 있다.

버섯은 cellulase, xylanase, laccase 등 목질섬유소 분해효

소를 생산하여 목질섬유를 분해하고 분해산물인 당을 에

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버섯 인공재배에 사용되고

남은 수확 후 배지는 일부는 사료로 이용되나 배지에 첨

가된 미강과 같은 유기물 등의 빠른 부패로 인하여 그 사

용에 따른 제약이 존재한다(Moon et al., 2012). 버섯 수

확 후 배지는 버섯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분해 양

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활용성을 증대시키

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토는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물리

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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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oodle (1998)와 Verdonk et al. (1938)은 물리성이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Gabriels

et al. (1986)은 pH, EC 및 무기성분이 식물생육에 적합

한 근권 환경의 양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상토의 적절한 화학성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토의 원료로 사용되는 피트모스나 코이어

등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손실

과 더불어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은 실정이다(Kim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버섯 재배 후에 발생되는 수확

후 배지의 높은 양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

되고 있는 수도용 상토의 자원으로써 그 활용성을 조사하

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화과정 및 발아시험
본 실험은 2015년 4월 4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위치

한 버섯재배영농조합에서 팽이버섯을 재배 후 발생한 버

섯배지 부산물을 200 kg 수거하여 노상에서 5일간 야적하

여 1차 수분을 제거 한 후 4월 9일 2 m×2 m×1.5 m의 사

각 통에 넣어 1일 12시간씩 공기를 공급하는 발효과정을

25일간 진행하고 5일간 야적하여 안정화과정을 진행하였

다. 안정화 과정 중에 온도와 수분의 측정은 5일에 1회 실

시하였으며 측정기기로는 이동형 수분측정기인 HM-1110

을 사용하였고 pH와 EC는 증류수 1:5 비율로 희석하여

측정하였다. 발아지수 측정은 비료분석법의 퇴비의 발아

지수법을 인용하였으며 공시시료를 70
o
C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한 후 여과지를 이용 여과하여 petridish에 5 ml를 넣

고 무종자 30개씩 파종하였다. 파종 후 5일이 경과 뒤에

발아율과 뿌리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아래의 식으로 발아

지수(germination index)를 산출하였다.
 

Germination rate = (발아율 / control 발아율) × 100

Relative = (뿌리길이 / control 뿌리길이) × 100

Germination index = Germination rate × Relative / 100

안정화 과정이 종료 후에 화학성 분석은 총탄소량은

dry-ashing법으로 총질소는 환원철법으로 분석하여 C/N

율을 산출하였으며 인산은 Lancancaster법으로 1:10(w/v)

추출하여 분광기(UV-2100, Shmadzu)로 분석하였다. 이

외의 무기성분 및 중금속은 분석은 부산물비료 비료분석

법에 준하여 분석하였으며 상토의 물리성은 농촌진흥청의

상토분석법기준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상토의 제조비율과 발아력검정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첨가한 수도용 상토의 제조비율은

Table 1과 같이 제조하여 2014년에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일품벼를 시험품종으로 선택한 후에 발아 및 생

육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32공 육묘포트에 50

립씩 4반복하여 파종한 후에 발아능력을 검증하였는데 발

아능력은 발아율, 평균발아일수를 조사하였다. 발아세는

파종 후 가장 높은 발아율을 관측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

다. 묘의 생육조사는 파종 후 21일을 후에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으로는 초장, 엽령, 지상부건물중, 묘소질을 조사

하였다.

통계 분석
본 실험의 통계분석은 SAS(ver 8.0)을 이용하여 5%수

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화학성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화 과정을 진행한 후에 분석

한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질소-인산-칼륨은

1.39-0.89-0.81(%)로 시중에 유통되는 퇴비와 비슷한 수

준이었나, 유기물함량은 60.72%로써 일반적인 퇴비의 기

준인 30%보다 높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높은 유기물함량은 버섯 인

공재배에 이용된 원료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데 Bae et al. (2006)은 버섯배지의 주원료는 콘코브,

미강, 밀기울, 면실피, 비트펄프 등과 같이 높은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이며 버섯은 생육과정 중에서 배지영

양원의 약 15~25% 정도만 버섯에 의해 이용되고 나머지

75~85% 정도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잔존한다고 보고한

Table 1. Mixing ratio of mushroom-substrate and nursery bed soil used in the artificial substrate

Treatment mushroom media vermiculite coco peat peat moss loess fertilizer**

Control pot - 45 15 10 29 1

Ex*-1 5 45 10 10 29 1

Ex-2 10 45 5 10 29 1

Ex-3 15 45 0 10 29 1

Ex-4 20 45 0 5 29 1

* : Experment

** : N-P-K = 2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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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볼 때 버섯 수확 후 배지는 높은 양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H는 7.2로 작물의 발아 및 생육

에 적합한 수준이었으며 EC의 경우에는 1.87 dS/m으로

일반적인 상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토에서

EC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근권용액의 삼투압이 높아져 뿌

리를 통한 흡수능력이 불량하여 생육장해를 입는다고 알

려져 있다.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EC수치는 2.0 dS/m으

로 수도용상토의 공정규격인 EC수준 2.0 dS/m기준에서

볼 때 상토의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생산시에는 EC가 낮

아져 생육상에 장애요인으로 EC가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고 판단된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화 과정중 화학성변화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화 과정 중 pH와 온도의 변화

는 Fig. 1~2와 같다. 유기물질의 안정화과정 중에 온도하

강 변화는 분해가 용이한 유기물이 상당부분 분해된 것으

로 판단하며(Chang et al., 1995), 유기물의 안정화가 완

료되는 시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온도변화가 단시간 안에

끝나면 정상적인 안정화과정이 부패내지는 건조 등의 현

상으로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온도의 변화(Fig. 1)는 안정화과정 5일째에는 24
o
C이었다

가 20일째에는 최고 62
o
C까지 상승한 후에 급격히 하강

하여 25일째에는 44
o
C까지 내려가면서 안정화 되었다.이

러한 온도의 하강은 유기물이 상당부분 분해된 것으로 판

단하며 발효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hang et al., 1995).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화과정 중 pH의 변하는 Fig.

2와 같은데 6.4~7.2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안

정화 초기에는 하강하여 안정화 15일째에는 가장 낮은

6.4수준까지 낮아진 후에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보

이고 있다. pH의 변화과정은 온도의 변화과정 반대로 나

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미생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유기물이

분해되어 유기산이 배출되어 pH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Lee et al. (2003)의

연구결과에서 온도와 pH는 퇴비화과정 중에서 부의 상관

관계를 형성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유기물원을 안정화 과정 없이 작물생육에 이용할 경우

에는 유기산 및 독성물질이 생성되어 식물생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hang et al., 1996;

Saviozzi et al., 1987). Zucconi (1981) 등은 안정화과정

을 거친 후 발아지수가 70이상일 경우에는 식물생장에 미

치는 독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물원을 원료로 하는 퇴비의 공정규격에서도 발아지수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mushroom-substrate

Materials OM*(%) T-N(%) T-P(%) K2O(%) Water content(%) pH(1:5,v/v) EC(dS/m)

mushroom
substrate

60.72 1.39 0.89 0.81 30.97 7.20 1.87

* : organic matter

Fig. 1. Change of temperature within the mushroom-
substrates during fermentation.

Fig. 2. Change of pH within the mushroom-substrates
during fermentation.

Fig. 3. Change of G.I within the mushroom-substrates
during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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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0 이상을 경우에는 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버섯 수확 후 배지의 발아지수의 변화

를 살펴보면(Fig. 3) 수거 후 안정화과정 5일 이후에는 55

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안정화 20일에는 퇴비의

부숙도 안정기준인 70이상인 77수준으로 높아진 후에 지

속적으로 상승하여 25일경에는 89로 높아졌다. 

이러한 발아지수 변화로 볼 때 버섯 수확 후 배지의 경

우에는 공기를 공급할시 에는 20일이상 안정화과정을 진

행하면 사용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발

아지수의 결과는 pH와 온도의 변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공시 재료 상토의 이화학적 특성
Boodle (1998)와 Verdonk et al. (1938)은 물리성이 식

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Gabriels

et al. (1986)은 pH, EC 및 무기성분이 식물생육에 적합

한 근권 환경의 양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 상토의 적절한 화학성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기와 같이 수거된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안정화단계를

거친 후에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제조한 상태의 이화학

성 특성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pH와 EC 및 질소와

유효인산 등 전 항목들이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구들이 pH는 5.67~6.44수준이

었으며 EC수준도 시험구 1 이외에는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확인되었으나 상토의 공정규

격 내로써 상토로써 활용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보수력의 경우에도 대조구와 실험구 1은 39%

와 41%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버섯 수확 후

배지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버섯 수

확 후 배지가 20%혼합된 실험구 4의 경우에는 32%로써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양분적인 측면에서 암모늄태질소,

질산태질소 및 유효인산 등 모든 항목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유기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발아능력 및 생육특성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혼합비율에 따른 발아특성은

Table 4와 같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혼합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발아특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

10% 혼합수준에서는 오히려 대조구에 비하여 발아특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용상토로써 가장 중요

한 발아율은 대조구와 실험구 1과 2의 경우에는 80% 이

상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버섯 수확 후

배지 5%혼합수준인 실험구 1의 발아율이 85%로 가장 높

았으며 발아세도 발아일수 3일 기준으로 44로 대조구보

다 높은 발아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발아일수도

대조구와 실험구들이 6일로 통계적 유의차가 확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버섯 수확 후 배지가 15%이상 혼합된 실험

구 3과 4는 모든 발아특성이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버섯 수확 후 배지가 가진 이화

학적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부재료를 혼합하여 물리성을 개량한 상토에서

의 작물의 생육이 양호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수력과 EC수

준이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혼합수준이 증가할수록 EC수

준은 높아지고 보수력은 낮아지는 Table 3의 결과로 볼

때 버섯 수확 후 혼합비율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물리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의 혼합비율을 증가시키거나

버섯 수확 후 배지를 10%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혼합한 실험구들의 파종 후 21일

후 벼의 생육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초장의 경우에

는 대조구와 실험구들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험구 1이 15.1 cm로 가장 높

은 수준이었으며 실험구 3이 13.9 cm로 가장 낮은 수준이

었다. 엽령은 대조구와 실험구들이 2.44~2.67개로 통계적

Table 3. Chemical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 substrate

Treatment
pH EC NH4-N NO3-N P2O5 Bulk density Capacity to retain water

(1:5,v/v) (1:5,v/v) dS/m mg/kg mg/L Mg/ß© %

Control pot 5.29 d 0.99 c 209 c 146 c 106 e 0.39 c 39 a

Ex-1 5.67 c 1.07 c 331 b 207 b 204 d 0.49 c 41 a

Ex-2 5.99 b 1.16 b 340 b 202 b 226 c 0.75 b 36 b

Ex-3 6.23 a 1.39 a 369 a 242 a 241 b 0.79 b 33 b

Ex-4 6.44 a 1.35 a 375 a 239 a 266 a 0.92 a 32 b

Table 4. The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according to
treatment

Treatment
Germination 

Percentage(%)
Average days to 

Germination
Germination 

Speed 

Control pot 83 a 6 ns 39 b

Ex-1 85 a 6 44 a

Ex-2 82 a 6 41 ab

Ex-3 73 b 6 37 b

Ex-4 74 b 6 39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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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가 없었으며 지상부건물중도 대조구와 실험구들

14~16 mg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전혀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물중의 경우에는 작물의 생육건전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생육특성으로 볼 때 버섯 수확 후 배지가 수도

용 상토로써 사용하여도 작물의 생육에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묘소질의 경우에는 버섯 수확

후 배지가 혼합된 실험구들이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

여 실험구 1과 2이 1.22 mg/cm
2
와 1.16 mg/cm

2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조구와 실험구 3과 4는 1.09 mg/cm
2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묘소질이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

인된 결과는 버섯 수확 후 배지가 가진 화학적 특성으로

높은 양분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

이 발아특성과 벼의 초기생육특성을 볼 때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수도용상태의 부재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사용비율로는 10%이내가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적 요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수도용상토의 부재료로써 활용가

능성을 확인한 결과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유기물함량이

60.72%이었으며 질소-인산-칼륨이 1.39-0.89-0.81%의 화

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섯 수확 후 배지의 안정

화과정에서는 온도는 20일 경과시점에서 pH의 상승과 온

도하강이 이루어졌으며 발아지수도 77로 확인되어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수도용 상토의 재료로 활용 시에는 20일

이상의 안정화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벼 종자의 발아특성에서는 일반적인 수도용상토 재료로

제조된 대조구와 비교시에 버섯 수확 후 배지가 10% 이

내로 혼합된 실험구들이 발아율은 82%이상이었으며 평균

발아일수와 발아세에도 통계적 유의차가 없거나 대조구보

다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초기생육에서도 버섯 수

확 후 배지가 10% 이내로 혼합된 처리구의 지상부건물중

과 묘소질이 대조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수도용상토의 재료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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