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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duce contamination ratio of oyster mushroom bottle cultivation. The optimal
conditions of substrate sterilization for reducing of contamination ratio were at 121oC for 90 min. In addition, UV-C irradiation is
good for lower contamination ratio to continue over 6 hours at cooling and inoculation room after sterilization. The
contamination ratio and density of microorganisms of substrate were showed 0% after sterilization at 121oC for 90 min.
Trichoderma sp., main pathogen of mushrooms, was detected from substrate after sterilized during 2 or 4 hours at 101

oC and 105
oC,

respectively. The amount of electricity used was the lowest at 121
oC for 90 min than that of other sterilization conditions. The UV-C

irradiation treatment was used UV-C lamp(40 watts) in the inoculation room(56 m
3
). The density of bacteria did not detected after UV-

C irradiation for 6 hours. And the death ratio of bacteria and Trichoderma sp. was 99.9% after UV-C irradiation for 6 hours. However,

in the same UV-C irradiation time, the death ration of Cladosporium sp. was 90.9%. Therefore, the death ratio of fungi was lower than

that of bacteria at the same UV-C irradi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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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느타리버섯 병재배사 내에 병원균 발생은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장마기간 동안 공기

중의 습도 증가에 의해 버섯에 유해한 곰팡이성 병원균

의 활발한 활동으로 버섯 병해 감염율을 증가시킨다. 느

타리버섯 유해균으로는 배양중에 감염되는 푸른곰팡이류

(green mold), 붉은빵곰팡이(Monilia sp.), 생육 중 갈색

병변을 일으키는 Pseudomonas tolaasii, Pseudomonas

agarici 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원인균은

푸른곰팡이류이다. 느타리버섯 배양중에 감염되어 푸른색

을 나타내는 푸른곰팡이로는 Trichoderma sp, Aspergillus

sp, Penicillium sp, Glioladium sp. (Raper and Tom,

1948)가 있으며, 실제로 배양 후 오염된 곰팡이를 분류동

정해보면 푸른곰팡이류에서는 Trichoderma sp.가 주를 이

룬다. 버섯균에 가장 유해한 Trichoderma sp.에 감염되면

버섯균의 배양이 중단되고 유해균에 의한 포자생성으로

그 피해가 크다. Trichoderma sp.는 버섯에는 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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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지만, 원예작물에서는 식물병원균을 억제시키는 매우

유익한 균이기도 하다. Trichoderma sp.는 독소를 생성해

다른 곰팡이를 용해시키거나 생육저지 시키는 등의 방법

으로 다른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한다(Dennis and Webster,

1971a, 1971b). 따라서, 생물학적 방제로도 이용되며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otxarrera et al.,

2002; Elad, 2000; Tsror et al., 2001; Viterbo et al.,

2002). 버섯배양시 발생되는 다른 유해균으로는 붉은빵곰

팡이가 있다. 자연 상태에서 고온기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백색의 균사가 솜사탕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다 주황색 포

자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급속히 퍼져나간다. 버섯병 내부

배지가 붉은빵곰팡이로 오염되면 포자가 병뚜껑 밖을 뚫

고 나와 배양실 전체에 퍼지게 되어 방제가 푸른곰팡이류

보다 힘들다. 따라서, 붉은빵곰팡이 포자가 배양실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며 배지내 영양

성분은 높지 않게, 배지내 수분함량은 부족하지 않게 하

여야 한다(GARES mushroom research institute, 2008). 

버섯생산 중 가장 먼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살균이다. 살균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배지에 남아있는 유

해미생물에 의해 버섯균의 배양을 방해 할 뿐 아니라 포자

를 형성해서 배지 및 배양실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

한 살균은 오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살균시

간이 과잉하게 되면 배지의 유효성분 변화 및 호기성균의

사멸로 균사배양에 영향을 주므로 높은 온도에서 오랜시

간 살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ee et al., 2003). 느타

리버섯 봉지 재배에는 고압살균보다 저온살균에서의 수량

이 증수되었고(Lee et al., 2003) 폐면이나 볏짚은 60
o
C에

서 6시간 살균시 수량과 균사생장이 상압살균 및 고압살

균보다 우수 하다는 보고가 있었고(Jo et al., 1995), Jhune

et al.(2000)은 60
o
C에서 8~12시간이 적절하다고 보고 하

였다. 하지만 느타리버섯 병재배사에는 단시간 살균이 필

요하고 청결관리가 필수사항으로 저온살균보다 상압살균

및 고압살균에 적합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가 냉각과 접종

과정이다. 살균이 완료된 후 냉각 및 접종 과정동안 유해

균이 버섯배지에 침입하게 되면 버섯균보다 생장이 빠른

곰팡이 및 세균이 먼저 배지를 우점하게 되어 오염이 발

생되게 된다. 따라서 냉각실과 접종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는 UV-C램프 사용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농가에

서는 크린부스에서만 UV-C를 사용 하고 있으며 냉각실

및 접종실에서는 UV-C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하

지 않고 있다. UV-C는 254 nm의 파장을 가진 램프로 공

기를 살균 할 뿐 아니라 미생물의 DNA에 손상을 일으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ts-Hernndez

F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느타리버섯 병재배 생산과정중에 발

생되는 각종 유해균을 배지의 살균 조건 및 UV-C 조사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미생물상 분석용 배지
곰팡이 측정을 위해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에

streptomycin(S6501, sigma)을 첨가하였고, 세균 측정을

위해 NA(Nutrient Agar)배지에 cycloheximide(01810,

sigma)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0.5 g streptomycin를 멸

균수 10 ml, 0.5 g cycloheximide를 DMSO(D8418, sigma)

10 ml에 녹여 0.45 µm membrane filtering을 거쳐 냉동보

관 후 곰팡이 및 세균 측정 배지제조에 각각 사용하였다. 

살균조건에 따른 오염율 조사
살균온도 101

o
C, 105

o
C, 109

o
C에서 각각 2, 4, 6시간

동안 살균과정을 거친 배지는 멸균 후 배지 미생물상을

관찰하기 위해 PDA 및 NA배지에 멸균된 배지 5 g을 멸

균수 10 ml에 10분간 부유시킨 후 100 µl를 도말하였다.

즉, 50 mg의 멸균배지에 존재하는 미생물상을 조사한 후

g당으로 환산하였다. 곰팡이 선택배지로 50γ streptomycin

이 함유된 PDA배지(PDA
Sm

), 세균 선택배지로 50γ

cycloheximide가 함유된 NA배지(NA
Chx

)을 사용하였으며

cycloheximide는 빛에 의해 항생제가 분해되므로 NA
Chx

는 광(光)을 차단하기위해 호일로 포장보관 후 시험에 사

용하였다. PDA
Sm

 는 25
o
C에서 48~72시간 배양하였고,

NA
Chx
는 30

o
C에서 24~36시간 배양하였다. 균 분리동정을

위해 곰팡이는 gDNA prep. kit(GD264-060, Biofact)를

사용하여 gDNA를 뽑은 후 ITS1, 4 primer를 이용하였으

며 세균은 gDNA prep. kit(GD141-050, Biofact)를 사용

하여 16s rDNA로 분리동정을 의뢰(Marcrogen Co.)분석

하였다. 살균온도 및 시간설정은 20 L 멸균기(MLS-2420,

Daeiltech Co.)를 사용하였으며, 살균 후 냉각실에서 20
o
C

이하로 냉각된 배지에 느타리(흑타리) 종균을 접종하여

20
o
C±0.5에서 30일간 배양 후 오염율을 조사하였다.

살균조건에 따른 전력소비량 측정 
살균조건에 따른 오염율 분석조건과 마찬가지로 살균온

도 101
o
C, 105

o
C, 109

o
C 살균시간 2, 4, 6시간에서 소비

된 전력량을 측정하였으며, 용량 20 L 멸균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력소모량은 디지털 전력량계(LD1210DR-

040, LSIS Co.)를 사용하였다.

UV-C조사 시간 및 거리에 따른 버섯유해균 사멸율 분석
UV-C조사 시간에 따른 버섯유해균 사멸율을 측정하기

위해 Trichoderma sp., Penicillium sp., Cladosporium

sp., Staphylococcus sp.을 곰팡이는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에 25
o
C, 5일간 배양 후 멸균된 0.1% tween80

(P5188, sigma) 용액 1 ml과 멸균된 증류수 4 ml을 섞어

PDA 배지의 포자를 부유시켜 포자현탁액을 얻었다. 포자

현탁액을 멸균된 거즈에 걸러 멸균수로 희석하여 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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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였다. 세균은 LB(Luria Bertani)액체배지에서,

30
o
C, 200 rpm조건에서 1일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각각의

유해균들은 10
6
~10

7 
CFU/ml의 농도로 희석하여 대조군으

로 UV-C 조사 전에 3M pettri film
TM

(YM, AC)에 도말하

였으며, UV-C 조사거리 및 시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3M pettri film에 도말한 후 곰팡이(
TM

YM)는 25
o
C에서

3~5일, 세균(
TM

AC)은 30
o
C 항온기에서 1일 배양하였다.

UV-C 조사에 따른 사멸율 분석에 사용된 곰팡이 중

Cladosporium sp.는 부유가 잘 되지 않아 10
3 

CFU/ml의

낮은 농도를 사용했으며 UV-C램프로부터의 조사거리는

3.5 m, 2.5 m, 1.5 m로 하였고, 조사시간은 6, 12시간 처리

후 사멸율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UV-C는 254 nm의 파장

을 가진 램프로 규격은 40W를 사용했으며 56 m
3
(16 m

2

×3.5 m(h))당 1개씩 설치하여 총면적 280 m
3
(80 m

2
×3.5

m(h))에 5개를 설치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살균조건에 따른 오염율 및 미생물상 조사 
살균조건에 따른 오염율 및 미생물상 분석 결과, 109

o
C

에서는 2시간 이상의 조건에서 오염율 0%로 대조구인

121
o
C에서 90분 살균한 배지의 오염율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오염율로만 적정 살균조건을 찾는다면 105
o
C에서

는 4시간 이상, 101
o
C 조건은 6시간 이상 처리시 오염이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멸균배지 g당 미생물상은 101
o
C

2시간 처리시 곰팡이 3.32개, 세균 6.66개, 4시간 처리시

곰팡이 2.34개, 세균 6개, 6시간 처리시 곰팡이 0.11개, 세

균 5개가 조사되었으며, 105
o
C 2시간 처리시 곰팡이 2.66

개, 세균 2.34개, 4시간 처리시 곰팡이 1.32개, 세균 0.66

개, 6시간 처리시에는 곰팡이 0.33개, 세균 0.66개가 조사

되었다. 109
o
C의 조사에서는 2시간 처리시 세균 0.1개, 곰

팡이 0.53개, 4시간 처리시 세균 0.06개, 곰팡이 0.05개가

조사되었으며, 6시간 처리시에는 세균 및 곰팡이가 검출

되지 않았다(Table 1). 멸균 후에도 살아남은 곰팡이로는

Cladosporium sphaerospermum, Cladosporium sp.,

Trichoderma pleuroticola, Trichoderma sp.이 조사되었고,

세균으로는 Bacillus lecheniformis, Bacillus sp.가 검출되

었으며 uncultured fungus도 검출되었다(Fig. 1). C.

sphaerospermum는 101
o
C에서 2, 4시간, 105

o
C에서 2, 4

시간, 109
o
C에서 2시간에서 검출되었으며 T. pleuroticola

는 101
o
C에서 2, 4시간, 105

o
C에서 2, 4시간 처리시 검출

되었다. B. lecheniformis를 포함한 Bacillus sp.는 121
o
C

90분 살균을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었다. 느타리

봉지재배시 고압살균보다 저온살균(50-60
o
C, 7일)의 수량

이 약 19% 증수한다(Lee et al., 2003)고 보고하였으나,

병 버섯재배사에 새로운 유해균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상압살균에서 죽지 않는 유해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고압

살균 사용을 권장한다. Cheong et al.(2011)에 의하면 배

지 병내부에 121
o
C에서 15~20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

용량 850 ml는 121
o
C에서 90분, 1,100 ml는 121

o
C에서

110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시험 결과에서도 121
o
C에

서 90분간 살균시 모든 균이 사멸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현재 농가마다 다른 살균조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살균시

간이 과다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적합한 시간설정이 필요

하며 그에 따른 추가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살균조건에 따른 전력소비량 측정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에 따른 배지 미생물상 조사와 더

불어 살균시 전력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살균온도보다는

살균시간이 전력소비량을 증가시켰다. 전력소비량은 20 L

실험실용 멸균기를 사용했으며 고압살균조건인 121
o
C에

서 90분 살균시 소비된 전력량은 4.1 kwh로 가장 낮았으

며 101
o
C에서 6시간 살균시의 전력소모량이 9 kwh로 가

장 높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2시간 살균시

101
o
C 5.4 kwh, 105

o
C 3.8 kwh, 109

o
C 4 kwh로 온도가

낮을수록 소비되는 전력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 온도별로 살균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전력소비량도 증가

Table 1. The contamination rate and density of microorganisms
according to the sterilization condition of substrate for
mushroom cultivation

Sterilization condition
of substrates

Number of
microorganism (CFU/g) Contamination

ratez

(%)Temperature
(oC)

Times
(hr)

Fungi Bacteria

121 1.5 0 0 0

101

2 3.32 6.66 0.6

4 2.34 6.0 0.3

6 0.11 5.0 0

105

2 2.66 2.34 0.3

4 1.32 0.66 0

6 0.33 0.66 0

109

2 0.53 0.1 0

4 0.05 0.06 0

6 0 0 0
z

 Use autoclave with a capacity of 20 liters

Fig. 1. The microorganisms related to contamination detected
after the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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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Table 2). 따라서 상압살균보다는 고압살균에서 전

력소비량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UV-C 조사 시간 및 거리에 따른 버섯유해균 사멸율 분석
농가로부터 수집된 푸른곰팡이류 3종과 세균 1종을 선발

해 UV-C 조사 후의 미생물 사멸효과를 분석하였다. 선발된

유해균은 Trichoderma sp., Penicillium sp., Cladosporium

sp., Staphylococcus sp. (Fig. 2)이며, UV-C조사 시간 및

거리에 따른 버섯유해균의 사멸율을 측정했다. UV-C 조

사는 6시간과 12시간 점등으로 나누어 4종의 유해균들의

사멸율을 측정한 결과, 오염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richoderma sp.와 Penicillium sp.는 조사거리에 상관없

이 6시간 조사 후 99.9%의 사멸율을 보였고, Cladosporium

sp.는 UV-C 램프로부터의 거리 및 시간에 따라 다른 사멸

율을 보였는데 UV-C램프에서 가까운 위치의 사멸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냉각실 및 접종실의 환기에 의

한 바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UV-C램프로부터의 거리가

1.5 m이고 점등시간이 6시간일 때 사멸율이 84.5%, 12시

간 점등시 86.4%였으며 2.5 m거리에서 6시간 점등시

91.7% 12시간 점등시 98.6%, 3.5 m거리에서 6시간 점등

시 96.7% 12시간 점등시 99.7%의 사멸율을 보였다. 세균

은 Staphylococcus sp.의 사멸율을 측정했으며 6시간 점

등시 거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99.2% 이상의

사멸효과와 12시간 이상 점등시 99.9%의 사멸율을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Fig. 3). 따라서 농가에서

는 배지냉각과 접종전 6시간 이상의 UV-C램프 점등으로

공기 중의 유해균을 사멸시켜 버섯배지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UV-C 처리로 Escherichia coli,

Listeria innocua,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살균 효과

가 보고되었으며(Schenk M et al., 2011) 다양한 채소류

Table 2. The amount of electricity-used according to
sterilization condition of substrate for mushroom culture

Sterilization condition of substrates Amount of
electricity-usedz

(Kwh)Temperature (oC) Times (hr)

121 1.5 4.1

101

2.0 5.4

4.0 6.8

6.0 9.0

105

2.0 3.8

4.0 5.0

6.0 5.9

109

2.0 4.0

4.0 5.6

6.0 6.6
z

 Use autoclave with a capacity of 20 liters

Fig. 2. The harmful microorganisms used in UV-C irradiation treatment. 

Table 3. The death rate of harmful microorganisms according to UV-C irradiation times and distances

UV-C irradia-
tion times

(hr)

UV-C irradiation 
distances

(m)

Density of harmful microorganisms (CFU/ml) Death rate of harmful microorganisms (%)

Fungi Bacteria Fungi Bacteria

F1z F2 F3 B1 F1 F2 F3 B1

Control 
(0hr)

3.8×106 9.4×107 4.2×103 2.1×106 - - - -

6

1.5 3.6×103 3.8×103 6.5×102 1.8×104 99.9 99.9 84.5 99.2

2.5 4.8×102 1.5×102 3.5×102 0 99.9 99.9 91.7 100

3.5 1.5×102 2.7×10 1.4×102 1.3×10 99.9 99.9 96.7 99.9

12

1.5 1.8×103 2.0×102 5.7×102 4.7×10 99.9 99.9 86.4 99.9

2.5 7.1×10 0 5.7×10 0 99.9 100 98.6 100

3.5 1.7×10 0 1.3×10 0.3×10 99.9 100 99.7 100
z

 F1: Trichoderma sp., F2: Penicillium sp., F3: Cladosporium sp., B1: Staphylococc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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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미생물오염 방지 및 유통기한 연장방법(Allende

A et al., 2006, Arts-Hernndez et al., 2009, Obande MA

et al., 2011)이 보고된 바 버섯재배사에 존재하는 많은 유

해균이 UV-C 처리로 사멸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적 요

병재배 느타리버섯 재배과정중 발생되는 유해균 감소를

위한 적합 배지 살균조건과 UV-C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균조건에 따른 오염율 및 전력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121
o
C에서 90분 살균시 오염율 0%, 전력소비량 4.1 kwh

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살균 후 배지 미생물상은 121
o
C

에서 90분, 109
o
C에서 2, 4, 6시간, 105

o
C에서 6시간,

101
o
C에서 6시간 살균시 버섯유해 곰팡이인 Trichoderma

sp.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버섯재배사의 냉각실과 접

종실에 UV-C 처리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율을 조사한 결

과, 56 m
3
의 규모에서 40w짜리 UV-C를 6시간 조사했

을 때 세균(Staphylococcus sp.) 사멸율은 99.9%로 거

의 검출되지 않았다 . 푸른곰팡이류중 가장 큰 오염원인

Trichoderma sp.와 Penicillium sp. 도 UV-C 6시간 조사

시 99.9% 사멸되었고, Cladosporium sp.는 동일 조건에

서 90.9% 사멸되었으며 UV-C 12시간 조사시 94.9%의

사멸율을 보였다.

따라서 멸균 조건에 따른 오염율, 전력소비량, 미생물상

등을 종합해볼 때 121
o
C에서 90분 고압살균하는 방법이

병재배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버섯배양시 발생

되는 주요 유해균은 UV-C 6시간 이상 점등 처리시 사멸

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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