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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병재배를 위한 배지조성물의 종합관리 모델

정종천* ·이찬중 ·문지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버섯과

Comprehensive model formedium composition for mushroom 
bottl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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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hroom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umseong
27709, Korea 

ABSTRACT: The medium used for bottle cultivation of mushrooms is made according to a specific workflow; this includes mixing
the raw materials, adjusting the moisture content, placing the mixture into bottles, and sterilizing and cooling the medium.
Medium composition should be kept constant throughout the year. placed in the bottle, choice of materials, moisture content,
weight of the medium, bulk density, nitrogen content, three-phase medium, such as suitable conditions. To achieve constant
medium composition a comprehensive model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work
process with respect to medium compositions piecemeal. By comprehensively applying the various methods to establish medium
composition, our country can expect to grow at over four seasons and overcome the many difficulties in mushroom mycelial
growth periods, cultivation periods, quantity,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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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버섯 병재배 규모가 1일 입병량을 기준으로 90년대에

농가당 약 3천병에서 현재는 2만~20만병으로 대형화 되

었다. 재배 규모의 대형화는 질 좋은 배지재료의 안정적

인 공급이 요구된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톱밥의 장기간

야적에 어려움이 많아졌으며, 미강도 변질되기 쉬워서 장

기간 저장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버섯재배용 배지재

료는 기존의 톱밥과 미강 위주에서 벗어나 콘코브, 면실

박, 면실피, 비트펄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수

입의존도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배지재료들은 각

각 수분흡수 및 팽윤정도 등 물리성과 영양성분이 다르므

로 그 특성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체계

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대체 재

료의 이화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경험에 의존하여 배지재료를 혼합하여 왔

다. 특히 수입재료의 경우 수입국 및 산출물의 처리공정

에 따라 성분함량에 차이가 많은데도 제품의 명칭이 같으

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버섯 재배

용 배지는 재료의 혼합, 수분조절, 입병, 살균, 냉각의 작

업과정을 거쳐 조성한 후 종균을 접종한다.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버섯과에서는 2009년부터 버섯 병재배용 배지조

성 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①배지재료 및 조제배지의 수분함량 계산식(Cheong et.

al., 2010, 2015a), ②입병량, 가비중, 질소량, 병내 배지의

3상조건 계산식(Cheong et. al., 2012b, 2015a), ③배지혼

합기에 로드셀을 활용한 배지수분조절(Cheong et. al.,

2015b), ④저가의 새로운 배지재료 선발(Cheong et. al.,

2014, 2016b), ⑤수확후배지를 재활용한 2차배지 조성

(Cheong et. al., 2012a, 2016a), ⑥고온기 배지의 변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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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책(Cheong et. al., 2005), ⑦배지 살균 시 병내 배

지의 살균온도 측정 방법(Cheong et. al., 2011) 등을 개

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연차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영농활용자료 등으로 단편적으로 제공이 되곤 하였

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배지조성 방법들을 배지 조제 작

업과정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서 4계절을 통한 버섯 재배에 균 배양기간, 재배기간, 수

량 및 품질에 기복이 많았던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버섯 병재배 농가에서는 연중 안정생

산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병재배 배지조성 개발기술의 작업과정별 종합투입 내용
버섯 재배용 배지는 재료의 혼합, 수분조절, 입병, 살균,

냉각의 작업과정을 거쳐 조성된다. 배지조성은 버섯 종류

별로 알맞은 재료의 선택, 배지의 수분함량, 병당 입병량,

가비중, 질소량, 병내 배지의 3상조건 등을 매일 입병 작

업하는 과정에서 연중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지금까지 배지조성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개발

한 기술들을 작업과정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버섯 병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재료들과 살균한 배지의 수분함량, pH, 질소함량(%)

을 측정하여 혼합배지의 수분조절과 병당 입병량 및 질소

량(g) 계산을 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②배지 재료비 절감

을 위하여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저가의 대체재료 및 수

확후배지의 재활용 비율을 결정한다. ③매일 반복되는 배

지조제 작업마다 배지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배지혼합기에 로드셀을 장치한다. ④배지조제 및

입병작업 과정에서 입병량과 병내 3상조건을 연중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병당 입병한 배지의 가비중을 계산하

고, 입병량이 병마다 고르게 되도록 관리한다. ⑤저가의

배지조성을 위하여 카사바줄기칩 등 새로운 배지자원이나

수확후배지를 재활용한다. ⑥여름철 고온기에 배지 조제

부터 살균 전까지 배지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지

수분조절용 물의 온도를 낮추어 저온수를 사용한다. ⑦배

지 살균 과정에서 살균솥 안의 온도뿐만 아니라 병내의

배지온도를 조사하여 최적의 살균시간을 유지함으로써 살

균비용을 줄인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배지조성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4계절을 통한 버

섯 재배에서 균 배양기간, 재배기간, 수량 및 품질에 기복

이 많았던 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작업과정

별 적용기술은 Fig. 1과 같다.

배지재료의 일반성분과 팽윤특성
(배지재료의 일반성분) 원소자동분석기(LECO, CN-

628)를 이용하여 전탄소(T-C)와 전질소(T-N) 함량을 분석

하고, 전탄소함량을 전질소함량으로 나누어서 C/N율을

구하였다. 배지의 수분함량은 건조 전과 80℃에서 24시간

건조 후의 무게를 달고, 건조전 무게에서 건조후 무게를

뺀 값을 건조전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식):

배지수분함량 =( 건조전무게 - 건조후무게 )÷ 건조전무게

×100]. 배지의 pH는 시료 5 g을 증류수 25 ml에 1시간동

안 침출하고 수소이온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버섯 병재배 시설농가 35개소에서 수집한 배지재료 14종

143점의 이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수분함량은 한천부산물

이 70.4%, 미송톱밥 65.9%, 포플러톱밥 43.8% 순으로 높

았으며 나머지는 10% 내외로 낮았다. pH는 한천부산물

이 9.7, 패화석이 8.9 순으로 높고, 비트펄프 4.9, 옥수수

피 5.3, 콘코브 5.6 순으로 낮았으며, 나머지는 6.1~6.8의

범위였다. 탄소함량은 패화석분말 7.4%, 한천부산물

7.7%를 제외한 모든 재료들이 43.0% 이상이었으며, 특히

건비지, 미강, 미송톱밥, 포플러톱밥은 47.0% 이상으로

높았다. 질소함량은 면실박이 6.8%, 건비지 5.1%로 높고,

미강과 밀기울이 2.5%, 대두피가 2.2%로 다음이며, 비트

펄프 1.6%, 옥수수피 1.2%, 나머지는 1.0% 미만이었다

(Cheong et. al., 2010). 

(배지재료의 팽윤특성) 버섯 병재배의 경우 배지재료의

흡수량과 팽윤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배지 조제 시 팽윤

계수가 높은 재료의 다량 사용은 버섯 발생 및 생육 과정

에서 배지의 수축과 건조로 인하여 버섯의 수량과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버섯재배용 배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pH, 탄소함량, 질소함량, C/N율 등 화

Fig. 1. Comprehensive model of medium composition for mushroom bottl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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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배지재료의 보수성, 최대

함수율, 팽윤도 및 수축도 등 물리성에 대하여는 깊은 관

심을 기울이지 않은 듯하다. 또한 배지재료는 각각 비중

(부피에 대한 무게 비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배지를 조제

하여 입병한 후에는 재료의 종류 및 혼합비율에 따라서

병 내부의 공극량이 다르다. 배지 조제 시 수분함량을 조

절하게 되면 수분첨가량 만큼 공기량이 빠져나간다. 버섯

균의 배양으로 배지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배지의 수축이

일어난다. 그리고 병뚜껑을 벗긴 후 버섯의 발생 및 생육

기간 동안에 배지수분이 증발되면서 배지의 수축이 크게

진행된다. 이때 팽윤 및 수축 계수가 높은 재료가 많이 쓰

인 배지는 병 내부에 공극이 너무 많아서 배지의 건조를

더욱 촉진하므로 버섯의 발생이 순조롭지 않게 되고 수확

량도 감소한다. 그러나 버섯의 균사생장 특성에 있어서

공중균사 또는 균덩이 형성이 잘되어 병과 배지 사이의

공간에 균 피막 형성이 많은 느타리 버섯류는 그렇지 못

한 팽이버섯에 비하여 버섯의 발생과 생육이 훨씬 유리한

편이다. 느타리 병재배용 배지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32배지”(톱밥50+비트펄프30+면실박20)의 경우,

배지재료별 최대함수량일 때 팽윤계수는 톱밥 142, 비트

펄프 300, 면실박 201로 팽윤계수가 200이상인 재료가

절반을 차지하므로 버섯재배 과정에서 배지의 수축이 심

하게 발생한다. 532배지는 면실박의 질소함량이 7%정도

로 높아서(미강은 2.5%정도) 지금까지 사용한 배지 중 느

타리버섯의 수량과 품질이 가장 높다. 반면에 느타리에

비하여 균사피막의 형성이 적은 큰느타리와 팽이버섯은

532배지에서 매우 불리하다. 큰느타리의 경우 버섯은 발

생하나 수량이 절반 정도로 낮고, 팽이버섯은 버섯 발생

이 잘 안되어 수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팽이

버섯과 큰느타리의 병재배용 배지 조제 시 팽윤계수가 높

은 재료는 소량 사용하여 배지의 과도한 건조를 방지하고,

최대함수율이 낮은 재료는 높은 재료에 보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버섯 종류별 균사생장 특성과

배지재료의 팽윤 특성을 감안한 재료의 선택과 혼합비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반복 시험을 통하여 최적배지

의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Cheong et. al., 2010).

병재배 살균후 배지의 일반성분
팽이 13개소, 큰느타리 14개소, 느타리 8개소에서 수집

한 병재배용 살균배지 3종 35점의 이화학성을 조사한 결

과, 수분함량은 팽이 배지가 평균 62.6%이고 낮은 곳은

54.6%, 높은 곳이 68.0%도 있었으며, 큰느타리 배지는 평

균 64.3%이고 59.2~68.3% 범위, 느타리 병재배 배지는

평균이 68.4%이고 63.9~71.2% 범위로 농가에 따라 차이

가 많았다. 배지pH는 팽이 배지가 6.5±0.2, 큰느타리 배

지 6.1±0.4, 느타리 병재배 배지 5.7±0.7 수준이었다. C/N

율은 팽이와 큰느타리 배지가 28±4이고, 느타리 병재배용

배지는 21±2 수준이었다(Cheong et. al., 2010).

성분함량표를 활용한 혼합배지의 양분함량 계산
농가에서 수집한 시료들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동일

한 명칭의 재료일지라도 질소, 칼리, 칼슘 함량 등 성분에

따라서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2~4배인 경우도 있

었다. 어떤 배지재료의 구득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급등

하는 상황에서 구입이 용이하고 값싼 재료로 대체하려고

할 때 배지재료들의 성분함량 평균치와 활용방법은 보다

빠르고 손쉽게 혼합배지의 영양성분 조성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팽이, 큰느타리,

느타리 등 병재배 버섯의 배지재료 배합 시 각 재료의 성

분함량을 참고하여 C/N율, 인산, 칼슘 등 영양수준을 맞

추기 위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팽이버섯 병재배 농가의

배지재료를 수집하면서 살균한 배지에 대한 재료별 혼합

비율을 파악해 둔 배지재료와 살균배지의 성분표를 작성

하였다. 그리고 사례농가에서 1,100 ml병당 배지재료별

사용량을 건조중량으로 환산하여, 전체 무게에 대한 재료

별 혼합비율과 질소함량을 곱한 후 각 재료별 계산치를 합

산한 값(1.438%)이 그 농가에서 수집한 살균배지의 질소함

량(1.44%)과 같음을 확인하였다(Cheong et. al., 2011). 따

라서 배지재료별 성분함량표를 이용하여 버섯재배용 혼합

배지 성분조성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식을 도

출하였다.

(식): 혼합배지의 성분함량(%) = Σ(재료별혼합건조중량

비%×재료별성분함량%)÷100

배지 조제 시 수분함량 안정화를 위한 혼합기에 로드셀
장치

배지재료의 수분함량은 흡수율과 팽창율, 배합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고 버섯의 종류와 입병량에 따라서도 알맞

은 배지 수분함량이 다르다. 버섯 병재배에 주로 사용하

는 배지 재료들의 수분함량은 대부분이 10~15% 범위이

나 미루나무톱밥 24%, 미송톱밥 45%정도이며 특히 미송

발효톱밥은 55~75%까지로 다양하다. 이러한 재료들을 사

용하여 배지혼합기로 배지 조제 시 수분조절용 물 공급량

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반복 입병하는 배지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조절이 가능한 로드셀 장치를 개발

하였다. 배지 조제 시 혼합기 내에 투입한 배지와 공급할

물의 총무게를 로드셀에 설정하여 두고, 물을 공급하면서

혼합기 무게가 표시부에 입력한 숫자에 도달하면 제어장

치를 통하여 전자변이 닫혀 물 주입이 중단된다. 장치의

구성은 로드셀 4개와 평형틀, 급수용전자변, 표시부, 전원

공급 및 제어 장치이다. 이 장치의 활용에 대하여 예를 들

면 매일 반복하는 입병작업에서 5,000병용으로 혼합기에

넣은 배지재료의 부피는 일정하나 재료의 수분함량 차이

때문에 무게가 날마다 또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을 수

있다. 배지에 수분을 조절이 잘 되었을 때 1,100 ml 병당

배지량이 평균 760 g이라면 5,000병 용으로는 3,800 kg이

다. 따라서 배지혼합기의 로드셀 장치에 목표값으로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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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해 두면 재료의 수분함량이 많을 때는 물이 적게

들어가서 3,800에 도달하여 전자변이 닫히고, 재료의 수

분함량이 적을 때는 물이 좀더 많이 들어가서 3,800에 도

달하여 전자변이 닫힐 것이다. 결국 수분 조절이 된 총배

지량 3,800kg으로 5,000병에 나누어 입병이 되므로 병내

배지의 3상(고상, 액상, 기상) 조건도 일정하게 된다

(Cheong et. al., 2015b).

저가 배지조성을 위한 카사바줄기칩의 활용
팽이버섯 병재배용 배지재료 중 수분함량, 질소함량 등

품질의 균일화 정도가 낮은 콘코브의 대체 재료로 카사바

줄기칩의 활용이 가능하다. 살균후 배지수분 함량이 65%

수준에서 카사바줄기칩과 콘코브의 혼합비율을 콘코브의

3분의 1을 카사바줄기칩으로 대체한 33:67(T-1)와 콘코브

의 3분의 2를 카사바줄기칩으로 대체한 67:33(T-2), 100:0

(T-3) 처리구, 0:100(대조)에서 자실체 수량이 T-1에서

282.7 g과 T-2에서 274.0 g으로 대조구의 259.9 g/1,100

mL에 비하여 108.8%와 105.4%로 많았다. 처리별 병당

배지 재료비는 T-1이 97원, T-2가 84원으로 대조구의 104

원에 비하여 각각 7%, 19%가 절감되었다(Cheong et. al.,

2016b).

느타리 병재배의 경우 톱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카

사바줄기칩과 활엽수톱밥의 혼합비율을 33:67(T-1), 67:33

(T-2), 100:0(T-3), 0:100(대조)]에 따른 자실체 수량을 비

교한 결과, 살균후 배지수분 함량이 69% 수준에서 처리

구 T-1은 춘추2호 품종의 자실체 수량이 243.9 g으로 대

조구의 233.6 g/1,100 ml에 비하여 104.4%로 많았다. 처

리별 병당 배지 재료비는 T-1 88원, T-2 84원, T-3 92원으

로 대조구의 94원에 비하여 각각 6%, 10%, 2%가 절감되

었다(Cheong, 2016c).

배지 조제 시 느타리와 큰느타리 수확후배지의 재활용
느타리 병재배 수확후배지는 느타리 배지 조제 시

10~30%를 첨가한 경우 수량이 10~30% 증가하였다. 기

본배지에 대하여 50%까지 대체하여도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10%~30% 첨가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수

하였다. 재활용 수준은 기본배지인 532배지(부피비로 포

플러 50%, 비트펄프30%, 면실박 20%) 85%와 수확후배

지 15%(병수를 기준으로 20%를 탈병후 바로)의 비율로

사용한다. 수확후배지의 배지재료로 재활용은 1회만 하므

로 100% 배지의 병은 색깔이 다른 상자를 사용하여 구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느타리의 수확후배지 재활용을 위한

색깔이 다른 상자의 소요량은 5,000개(1만병, 재배기간

50일 기준, 625상자×8회) 정도이다. 즉 월요일에 새배지

를 625상자(1만병) 입병하고, 화~토요일 5일간은 수확후

배지 125상자(2천병, 20%)씩 재활용 한다(건조 무게로 새

Fig. 2. Excel file for medium composition ratio calculation for recycling post-harvest medium from bottl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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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재료 85%, 재활용배지 15% 정도임) (Cheong et. al.,

2012a).

큰느타리도 기본배지 85%와 수확후배지 15%(병수를

기준으로 20%를 탈병후 바로)의 비율로 1회만 사용한다.

큰느타리의 수확후배지 재활용을 위한 색깔이 다른 상자

의 소요량은 6,250개(1만병, 재배기간 60일 기준, 625상

자×10회)이다. 수확후배지의 병수를 기준으로 한 20%가

배지 재료 15%에 해당하는 근거는 병재배 시 종균접종

전의 배지무게에 대해 1차 수확후 배지 건조 무게는 75%

정도로 25%가 감소한다. 따라서 수확후배지의 병당 건조

무게 75%×20%(탈병한 20% 병수)에서 15%가 산출된다

(Cheong et. al., 2016a).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시 새로운 배지재료와 수확후

배지의 혼합비율과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계산식이 입력

된 Fig. 2의 엑셀파일을 제공한다. ①살균후배지와 수확후

배지의 입병량, ②배지재료의 수분함량, ③수확후배지의

병수와 건조무게, ④배지재료별 배합량과 가중치, ⑤새로

운 배지재료와 수확후배지의 비율별 투입량, ⑥혼합배지

의 목표수분함량별 물보충량 등 계산용 표에 실측치를 입

력하면 필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항목별로 계산

식을 입력한 엑셀 파일은 Fig. 2와 같다.

병재배용 배지조제 시 혼합배지의 수분함량, 입병량, 3
상조건

(배지재료의 수분함량) 버섯 재배, 특히 여러 가지 배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병재배에서는 각 재료들의 수분함

량을 알면 배지의 양분 및 수분 조절, 병내 공극 유지 등

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엑셀파일에 실측값과 계산

식을 입력하여 쉽게 산출할 수 있다.

(배지의 입병량과 병내 3상조건) 버섯 병재배에 사용하

는 플라스틱(PP)병은 고압살균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도

견디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입병된 배지

가 분해되거나 수분증발로 수축되면 병내는 공기층이 너

무 많아지면서 건조가 심해지고, 배지의 수분함량이 너무

높으면 공극이 적어서 버섯 균이 잘 자라지 않게 된다. 또

한 배지 재료별로 수분흡수량과 흡수속도가 다르고 수분

흡수량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 정도에 차이가 많다. 버섯

병재배용 배지를 조제하여 입병한 후 배지의 수분함량

(%), 입병량(g), 입병배지의 건조중량(g), 가비중(g/ml), 병

내 3상조건(고상, 액상, 기상) 등 물리성을 조사함으로써

배지의 수분조절을 위한 물 보충량과 병내 양분함량 계산,

최적배지 선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혼

합배지의 수분함량(%)을 계산한 다음에 배지입병량(g)을

구하고, 입병량과 수분함량으로 병내 배지의 액체량(g)과

건조중량(g)을 계산한다. 병내 고상은 배지의 건조중량을

병의 용량(ml; 850, 1100 등)으로 나누고 진비중(식물체

등 유기물의 진비중은 1.1~1.3의 범위이므로 그 중간값

1.2)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액상은 배지의 액체량을 병의

용량으로 나누어서 구하고, 기상은 [100-고상-액상]으로

계산한다.

(배지조성을 위한 재료 혼합비율) 버섯 병재배에 일정한

병수를 입병하기 위한 배지를 조제할 때, 우선 배지 재료

별로 실제 투입되는 포대 수나 톤백 수량을 각각의 무게

로 계산해 낼 수 있다. 각 재료별 무게와 수분함량(%)으

로 수분량(L)과 건조무게도 계산할 수 있다. 배지건조무

게와 입병 병수로 병당 배지의 건조무게(g)와 배지건조무

게 총량에 대한 배지재료별 가중치도 구할 수 있다. 배지

재료별 가중치(혼합비율)를 알면 톱밥처럼 수분함량이 일

정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량도 조절할 수 있다.

(병재배 배지 조제 시 물 보충량) 버섯 병재배에서 배지

의 수분함량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배지의 수분은 수분

함량(%) 뿐만 아니라 입병 작업 후 병내에 알맞은 수분량

(ml)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입병기로

입병 작업을 할 때 배지 재료의 물리성에 따라서 병내에

들어가는 배지의 양에 차이가 많다. 가비중이 높은 배지

조합은 낮은 배지보다 수분함량을 조금 낮게 하여야 병내

의 공극을 알맞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배지재료를 건

조하여 수분함량(%)과 수분량(ml)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배지를 조성하는 재료별 함유 수분량(ml)을 계산

하고 배지 목표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물의 총소요량

(00천병당 00리터)에 대하여 보충해 줄 물의 양(리터) 을

알 수 있다(Cheong et. al., 2015a).

팽이버섯, 큰느타리, 느타리의 병재배용 배지조성 조건
버섯 병재배 배지의 수분함량과 배지입병량에 따른 병

내의 고상, 액상, 기상 등 3상조건의 조견표 작성을 위한

엑셀 파일을 이용한 계산식을 구하고 활용 방법을 제시하

였다. 먼저 병용량
①

, 가비중
②

, 수분함량
③
으로 ④건물중(=

①×②), ⑤수분량(=④×③÷(100-③), ⑥입병량(=④+⑤)을

계산한 후 건물중, 수분량, 입병량으로 병내 3상조건 ⑦고

상(④÷①÷1.2×100), ⑧액상(⑤÷①×100), ⑨기상(100-⑦-

⑧)를 구할 수 있다. 버섯 종류별로 병재배 농가에서 수집

한 접종 전 배지의 병내 3상조건 평균치를 구해본 결과,

배지재료로 콘코브, 미강, 건비지, 패화석분말 등을 사용

한 팽이버섯 배지는 고상 22~25, 액상 35~49, 기상

26~40의 범위이었다. 배지재료로 미송톱밥, 포플러톱밥,

미강, 밀기울, 건비지, 혼합재료 등을 사용한 큰느타리 배

지는 고상 18~24, 액상 40~44, 기상 34~41의 범위에 분

포하였다(Cheong et. al., 2014).

(팽이버섯 병재배용 배지조성의 조건) 팽이버섯 1,100 ml

배양병을 사용하는 5농가의 배지조성 평균조건은 배지

pH 6.9, 수분함량 65.1%, 입병량 710g, 건조중량 247 g,

수분량 463 ml, 질소량 3.65g이었으며 병내 3상조건은 고

상 19%, 액상 42%, 기상 39%이었다. 병당 배지 재료비

는 96원 정도였으며, 평균 수량은 316 g이었다. 이때 평균

수량 이상인 3개소의 배지조건 평균은 배지 pH 6.9,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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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66.4%, 입병량 725 g, 건조중량 243 g, 수분량 482

ml, 질소량 3.44 g이었으며 병내 3상조건은 고상 18%, 액

상 44%, 기상 38%이었다. 병당 배지 재료비는 92원 정도

였으며, 평균 수량은 330 g으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배지

비용이 적으면서도 수량은 14g(4.4%) 많은 경향이었다.

(큰느타리 병재배용 배지조성의 조건) 큰느타리 1,100

ml 배양병을 사용하는 9농가의 배지조성 평균조건은 배지

pH 6.5, 수분함량 67.3%, 입병량 699 g, 건조중량 230 g,

수분량 470 ml, 질소량 4.1g이었으며 병내 3상조건은 고

상 17%, 액상 43%, 기상 40%이었다. 병당 배지재료비는

102원 정도였으며, 평균수량은 170 g이었다. 이때 평균 수

량 이상인 5개소의 배지조건 평균은 배지 pH 6.5, 수분함

량 67.9%, 입병량 689 g, 건조중량 223 g, 수분량 466 ml,

질소량 4.16 g이었으며 병내 3상조건은 고상 17%, 액상

42%, 기상 41%이었다. 병당 배지 재료비는 103원 정도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1원 정도(1.0%) 더 들었으며, 평균

수량은 178 g으로 전체 평균에 비하여 8 g(4.7%) 정도 많

은 경향이었다.

(느타리 품종별 병재배용 배지) 느타리 병재배 배지재료

중 구입가격이 가장 고가인 면실박과 비트펄프 등 영양원

의 사용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대

체하기 위하여 시험한 결과, 배지의 C/N율은 ①기본배지

(포플러+비트펄프+면실박 5:3:2)가 18:1, ②콘코브를 8%

첨가하였을 때 20:1, ③값비싼 면실박을 케이폭박으로 대

체한 경우 27:1이었다. 조제한 배지의 수분함량은 각각

69.0%, 71,4%, 69.0%이었으며, 이때 입병된 배지의 양은

평균 536, 527. 565 g/850 ml로 차이는 약 36g 정도이었

다. 느타리 병재배에서 춘추2호, 수한2호, 구슬 등 공시품종

은 모두 포플러+[비트펄프+면실박+콘코브(1.5:1.0:0.5)]=5:5

배지에서 자실체 수량이 춘추2호 150 g/850 ml, 수한2호

140 g, 구슬 122 g으로 많았다. 춘추2호는 포플러+[비트펄

프+면실박+콘코브(1.5:1:0.5)]=5:5 배지와 포플러+[비트

펄프+케이폭박+콘코브(1:1:1)]=3:3 배지에서 대조구의 136

g보다 10% 많았다. 수한2호는 포플러+[비트펄프+면실박

+콘코브(1.5:1:0.5)]=5:5 배지에서 대조구의 124 g보다 13%

많았다. 그리고 구슬 품종은 포플러+[비트펄프+면실박+

콘코브(1.5:1:0.5)]=5:5 배지에서 대조구의 120g과 비슷하

였다. 본 시험의 배지3종은 건조중량이 각각 166 g, 150 g,

175 g이고 질소함량이 2.47%, 2.24%, 1.67%인 점에서 병

당 질소량은 4.10g, 3.36g, 2.92g으로 계산되었다. 

고온기 버섯 병재배 배지 안전조제 방법
(배지혼합 물 온도와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별 배지의 특

성 변화) 배지를 배합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살균전

배지의 온도는 상승하였다. 시험을 실시한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기온변화는 28
o

C(9:00), 35
o

C

(12:00), 32
o

C(15:00), 26
o

C(18:00)이었다. 시간 경과에 따

른 배지의 온도 변화는 상온수(24
o

C)로 배합시 28
o

C,

30
o

C, 32
o

C, 31
o

C이었으며, 저온수(6
o

C)로 배합 시 24
o

C,

26
o

C, 31
o

C, 31
o

C이었다. 배지조제 직후의 배지 pH는 6.5

이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온수 이용에서 pH 5.7,

상온수 이용에서 pH 5.2까지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배

지조제에 상온수를 사용한 경우는 저온수 사용에 비하여

배지 pH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톱밥배지의 전탄소(T-

C) 함량은 47.9~48.4%로써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 및 배

지조제 시 배합한 물 온도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전

질소(T-N) 함량은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에 따라 1.21

~0.85%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상온수를 사용한

배지는 저온수를 사용한 배지에 비하여 전질소 함량이 더

낮았다. 이때 C/N율은 40~57의 범위였다. 팽이버섯의 균사

생장 시 최적 C/N율은 30~40이라는 보고(Chang, 1976)을

감안하면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에 따라 C/N율이 높아지

는 것은 팽이버섯 균사생장 및 수량 등 재배에 영향이 있

을 것으로 본다.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에 따른 살균전 배

지의 유리당은 프락토스, 갈락토스, 글루코스, 수크로스

등 종류에 따라 함량에 차이가 있다. 프락토스는 배지조

제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수크로스는 감소

하였다. 이는 배지조제 후 짧은 기간이지만 배지내에서

수크로스가 분해되어 글루코스는 이용되고, 프락토스는

잔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톱밥배지 조제 후 경과시간에 따른 살균전 배지의 세균

밀도) 팽이버섯 톱밥배지 조제 후 살균전 배지의 세균밀

도는 경과시간 3시간 이전에는 저온수, 상온수 처리 공히

세균의 밀도가 낮았다. 3시간 경과 이후에는 세균밀도가

증가하여 6시간과 9시간 처리구에서는 저온수 배합 시

3~4배, 상온수 배합 시 6~18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상온수 처리구는 저온수에 비하여 세균의 밀도가 6시간

경과 시 1.9배, 9시간 경과 시 4.1배 높았다. 배지조제 후

살균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온수와 저온수 처리 간에

배지온도, 배지 pH, 전질소 함량, 수크로스와 프락토스 함

량의 변화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세균의 증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생물은 영양생장을 충분히 하고

나서 생식생장을 하기 때문에, 배지내 양분의 변화는 세

균의 밀도가 급증하는 때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일어날

것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배지의 질소함량이 감소하고 수

크로스 함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프락토스가 증가하는 현

상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지조제 시

에 분리한 세균 Serratia, Klebsiella, Shigella, Pantoea의

배양액을 디스크페이퍼(disk paper)법에 의하여 팽이와 큰

느타리 균에 5, 10, 20, 50, 100 μl 농도로 처리한 결과,

큰느타리보다 팽이버섯의 균사생장이 더 억제되었다

(Cheong et. al., 2005). 이 결과는 고온기에 팽이버섯 재

배과정에서 종균접종 후 균배양 및 버섯 발생이 지연되고

자실체 수량이 적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여름철 고온기의 배지조제 시 저온수의 이용은 배지 내

세균증식을 억제함으로써 배지성분을 안정화 시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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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버섯의 안정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지조제 시 물 온도와 팽이버섯의 재배적 특성) 팽이

버섯 병재배 시 배지조제에 사용하는 물 온도와 배지조제

후 경과시간을 달리하여 살균하고 재배 시험한 결과, 균

배양기간, 버섯발생기간, 자실체 수량은 처리 간에 차이가

있었다. 배지조제 후 3시간이 경과하여 살균한 배지에서

팽이버섯 균배양기간은 4~5일이 지연되었고, 6시간이 경

과한 배지에서는 10일 이상 지연되었으며, 9시간 경과한

배지에서는 균사생장이 정지되었다. 배지조제 후 살균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버섯발생기간은 1~3일이 지연되었

으며, 자실체 수량은 6시간이 경과된 배지에서 7~12% 감

소하는 경향이었다. 배지조제 시 상온수(24
o

C)를 사용하

였을 때는 저온수(6
o

C)에 비하여 균 배양기간 및 버섯발

생기간이 각각 1~2일 지연되었으며, 자실체 수량도 저온

수 처리구에서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여름철에 팽이버섯

의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배지조제 시 저온수를 사용하고,

입병작업을 서둘러 배지에 물을 첨가하기 시작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고압살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Cheong et. al., 2005).

배지살균 시 배지 내부의 살균온도 조사 방법
버섯 재배에서 배지살균은 종균의 순수배양 및 배지내

버섯균의 우점을 확보함으로써 재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버섯 배지 살균 시 온도측정은 살균솥

내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지 내부가 살균온도에

도달하였는지, 살균시간을 얼마나 유지하는지 알 수가 없

다. Cheong 등(2005)은 고압 또는 상압으로 배지를 살균

할 경우, 살균기의 노후화, 온도 센서의 부정확, 스팀보일

러의 용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배지 내부는 일정 온도까

지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배지가 변질되면 버섯균은 배양, 발생, 생육 기간이 오래

걸리며 수량과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버섯 배

지의 살균방법은 재배형태에 따라 다르다. 느타리, 양송이

등 간이재배사를 활용한 균상재배는 60~65
o

C로 저온살균

(Cha et. al., 1989)을 하고 있으며 미강, 밀기울, 건비지,

면실박 등 질소함량이 높은 재료를 영양원으로 사용하는

병재배나 봉지재배는 주로 121
o

C 고압살균(Park et. al.,

1978) 또는 100
o

C 상압살균(Park, 1997)을 하고 있다.

Cheong 등(2011)은 버섯 병재배용 배지내부에 Fig 3의

온도측정기(iButton Temperature Data Logger DS-

1922T)를 삽입하여 살균을 실시하고, 회수하여 컴퓨터로

살균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를 읽어 들임으로써 배지내부

의 온도변화를 알고 배지의 알맞은 살균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적 요

버섯 병 재배용 배지는 재료의 혼합, 수분조절, 입병, 살

균, 냉각의 작업과정을 거쳐 조성된다. 배지조성은 버섯종

류별로 알맞은 재료의 선택, 수분함량, 병당 입병량, 가비

중, 질소량, 병내 배지의 3상조건 등을 매일 입병 작업하

는 과정에서 연중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지금까지 배지조성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개발

한 기술들을 작업과정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배지조성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4계절을 통한 버섯 재배에서 균

배양기간, 재배기간, 수량 및 품질에 기복이 많았던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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