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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used on the composting step, comparing the
excavator agitator with the self-propelled turner. The temperature of the outdoor composting medium tended to increase rapidly after
flipping in the turner. The late composting medium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the excavator treatment area (farm practice), and the
late composting effect progressed. During the field composting stage, various microorganisms such as Bacillus spp., Actinomycetes,
fluorescent Pseudomonas spp., and filamentous fungi were distributed in the medium, and the density of aerobic bacteria involved in
the decomposition of the medium was increased. Under high-temperature composting conditions, blue fungi, and mesophilic
actinomycetes were inhibited or killed. Thermophilic actinomycet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omposing organic matter,
showed higher densities than those observed in farm practices in the self-propelled turner process. The length of rice straw was slightly
shorter when the self-propelled turner was used, and the water conten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The
a and b values tended to increase as the inverter was turned over. The CN ratio of the composting broth was lowered from 23.1 to
16.2 for the 5th turnover in the context of farming practices, and from 23.3 to 16.9 in the context of the self-propelled turner. The yield
of each treatment was increased by 20% in 1 period, 28% in 2 periods, and 26% in 3 periods; the overall yield wa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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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는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고 독특한 향과 맛

을 가지고 있어 식품소재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Hong

et al., 1989). 국내 양송이(Agaricus bisporus Sing.)는 버

섯 품목중 5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식용버섯으로 2017년

도에는 국내 버섯 총생산량의 6.1%인 10.6천톤이 생산되

었다(MFAFF, 2017). 양송이는 생육에 필요한 질소, 탄소,

인산, 칼리 등 각종 영양분을 배지로부터 얻으며, 배지의

발효가 양송이 균사 생장과 자실체의 수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송이 배지

의 주재료로 서양에서는 주로 마분과 밀짚이 사용되었고,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볏짚을 이용한 배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볏짚은 식물세포벽의 기본 구성성분인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등 견고한 조직으로 이루

어져 있다(Kim et al., 2008). 양송이 배지제조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인은 퇴비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양

송이 배지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C/N율이 낮아지고 유

기물대비 무기물의 함량이 높아진다. 이는 주로 셀룰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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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cellulose)와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의 감소에 의

한 것이며(Gerrits,1969). 무기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회분의 양은 최초 재료에서는 21%, 야외발효가 끝난 시

점에서는 회분의 양이 30%정도로 높아진다(Griensven,

1988)는 보고가 있다. Cellulose 분해 효소는 퇴비화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im et al.,

1999), hemicellulase는 섬유성 바이오매스에 포함된

hemicellulose를 분해하여 cellulase에 의한 cellulose의 분

해 작용을 향상시킨다(Cho and Sin, 2011). 일본에서는

퇴비 뒤집기(compost turner)을 만들어 야외발효의 방법

을 개발하였고(Nishizaki et al, 1996), Nothern Ireland 에

서 벙커용기(bunker)에서 배지를 발효시키기는 기술이 개

발되어 야외에서 발효하는 방법이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Sharma et al 1991a,1996b). 그러나 국내의 양송이 배지

제조를 위한 기계의 개발은 미미한 상태이고 소규모 업체

에서 개발된 기계도 효과가 구명되지 않아 배지의 안정적

인 제조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품질의 양송이버섯 생산을 위하여 야외발

효 과정에서 자주식 배지교반기와 농가 관행인 굴삭기 뒤

집기와의 비교 시험을 통해 발효단계별 배지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배지교반기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제작한

자주식배지교반기(Park et al., 2018)를 이용하여 농가 관

행인 굴삭기 뒤집기와의 비교 시험을 통해 발효단계별 배

지의 특성을 조사하였다(Fig. 1). 실험은 양송이(Agaricus

bisporus) 재배 농가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서 직접 수행

하였으며, 처리구는 자주식 배지교반기 활용 뒤집기와 농

가관행인 굴삭기 뒤집기를 대조구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

였다. 양송이 재배용 배지는 볏짚 (7.0 톤), 계분 (1.4 톤),

요소 (0.1 톤)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주재료인 볏짚의

수분함량을 75% 내외로 조절하고 유기태 급원 (요소, 계

분)을 첨가하여 볏짚과 골고루 혼합하여 일정한 높이로

퇴적하여 야외발효를 실시하였다. 자주식 교반기 활용 뒤

집기 처리구는 배지를 본퇴적한 후 배지 중앙부분의 온도

가 80
o
C에 도달하였을 때 교반기를 이용하여 5회 뒤집기

를 하였고, 대조구는 굴삭기로만 5회 뒤집기를 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자주식교반기와 농가관행인 굴삭기를 이용한 배지조제

에서 배지내 온도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디지털 온도계

(Thermo recorder TR-71U, T and D Corporation,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주식교반기와 굴삭기 처리간

발효과정 중 온도변화는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주식교반기 처리에서 뒤집기 후 온도 상승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이러한 결과는 굴삭기를 이용한

뒤집기에서는 사용자의 숙련정도에 따라서 배지의 혼합정

도가 달라서 배지의 품질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자주식교반기 뒤집기의 경우 배지의 혼합정도가 균일하고

Fig. 1. Self-propelled turner for media turning of at button
mushroom cultivation.

Fig. 2. Temperature change during outdoor composting of excavator agitator and self-propelled turner. upper: self-propelled
turner, under: excavator ag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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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의 뭉침이 적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혐기성 발효가

최소화 되고 호기성 발효가 빨리 진행됨으로 온도 상승이

빨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야외발효는 볏짚 내 온도변화에

의해 미생물과 화학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며, 부식화

및 갈변작용 (갈색화합물)을 일으켜 배지가 연화되고 분

해되었다. 발효 과정 중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과 같은 많

은 유해미생물이 사멸하게 된다. 

야외발효가 끝나면 배지를 버섯 재배사내로 입상하여

후발효를 하게 되는데, 후발효는 모든 단계 중 가장 중요

한 단계로 순수하게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또

한 야외발효에서 사멸시키지 못한 유해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섯균의 생육을 왕성하게하기 위한 단계이다.

자주식교반기보다 농가관행인 굴삭기 처리구에서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후발효과 진행되었다(Fig. 3). 이러한 결

과는 야외발효 과정 중에 자주식교반기 보다 굴삭기 처리

에서 충분한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유기물

이 많이 남아 있은 굴삭기 처리구가 후발효에서 고온 발

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채취는 야외발효 (1차, 2차, 3차, 4차, 5차 뒤집기)

와 후발효 배지에서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배지더미를

반으로 나눈 뒤 단면의 상충, 중간충, 하층에서 3곳 이상

의 시료를 채취하여 골고루 섞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양송이 복토내 미생물의 밀도는 희석평판법으로 조사하였

다. 시료 10 g을 멸균수 90 ml에 첨가하여 진탕배양기에

서 200 rpm으로 30분간 진탕하여 10
2
~10

7
배가 되도록 희

석액을 만들어 이를 미생물수 측정에 사용하였다. 호기성

세균은 R2A agar(Kim and Whang, 2002), 사상균은

Streptomycin-rose bengal agar(Martin, 1950), 중온성 방

선균은 Starch casein agar(Küster and Williams, 1966)을

사용하였고, 고온성 방성균은 1/2 Nutrient agar배지(1/2

NA, 0.2% casein, 10 g agar)를 사용하였다. Pseudomonas

속은 P-1 agar(Kato and Itho, 1983)를 각각 선택배지로

사용하였다. Bacillus속 검출을 위해서는 희석액을 80
o
C

열수에서 10분간 처리 후 Yeast glucose agar배지(James,

1958)에 배양하였다. 양송이 배지내 미생물수는 각각의

선택배지 3개의 평판배지에 나타난 colony를 계수한 후

평균값을 콜로니 형성단위(colony forming unit, cfu)로

표시하였다. 배양은 세균과 곰팡이는 28
o
C항온기에서

2~7일간 배양하면서 계수하였고, 방선균의 경우 중온성

(28
o
C)과 고온성(45

o
C)으로 나누어 항온기에서 7일간 배

양하면서 계수하였다.

야외발효 단계에서 배지에는 고온성 세균 (Bacillus

spp.), 방선균, 형광성 Pseudomonas 속, 사상균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분포하였고, 특히 배지발효 과정에서 배지의

분해와 발열에 관여하는 호기성 세균의 밀도는 자주식교

반기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온성 발효과정 중

푸른곰팡이균과 중온성 방선균은 생육이 억제되거나 사멸

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온성 방선균은 자주식교반기 처리에서 농가

관행보다 높은 밀도를 보였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야

외발효 과정중에 곰팡이균과 푸른곰팡이균은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고, 고온성 방선균은 다량 검출되어야 정상적인

발효가 이루어진 다는 보고(Lee et al., 2017)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배지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Baker 등(2003)이 호기적인 퇴비화과정에서 세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하며 초기에는 중온성

세균이 우점을 하고 곧바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온성

세균, 방선균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비슷하였다. 또

한, Shin(1979)은퇴비온도가 35~45
o
C에서는 Bacillus,

Pseudomonas등 세균이 왕성하게 생육하였고, Mortierella,

Aspergillus 등 사상균 및 고온성 방선균이 나타났으며,

55
o
C에서는 Bacillus, Pseudomonas 등의 세균과 방선균

의 활동이 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Bacillus 속과 Pseudomonas 속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Fig. 3. Temperature change during indoor composting of excavator agitator and self-propelled turner. upper: excavator agitator,
under: self-propelled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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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단계별 배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는

야외발효 단계 (1차, 2차, 3차, 4차, 5차 뒤집기)에서 배지

더미를 반으로 나눈 뒤 단면의 상충, 중간충, 하층의 3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골고루 섞은 후 실험에 사용하

였다. 처리별 볏짚의 길이는 자주식교반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조금 짧았고, 수분함량은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H와 EC는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a, b값은 자주식교반기에 의한 뒤집기가 진행

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발효 단계별 배

지의 CN율을 조사한 결과 농가관행인 굴삭기의 경우

23.1에서 시작하여 5차 뒤집기에서는 16.2까지 낮아 졌고,

자주식교반기의 경우 23.3에서 16.9로 낮아졌다. 따라서

Table 1. Change of microbial population density on each composts during stages of outdoor composting process

Division Aerobic bacteria
(108cfu/g)

Bacillus sp.
(106cfu/g)

Fluorescent
 Pseudomonas 
sp.(105cfu/g)

Fungi
(103cfu/g)

Trichorderma 
sp.(103cfu/g)

Actinomycetes
mesophilic
(103cfu/g)

thermophilc
(103cfu/g)

Rice straw 6.5 1.2 0.2 0.2 0.5 ND 0.4 
Watering straw 9.8 2.9 0.7 0.2 7.0 ND 0.4 
Nutrient mixture 7.5 2.6 ND ND ND ND 1.0 
Firstturning(excavator) 1.7 3.6 ND ND ND 0.3 6.0 
Firstturning(turner) 1.5 3.5 ND ND ND ND 1.0 
Secondturning(excavator) 1.4 0.6 ND ND ND 0.1 3.9 
Secondturning(turner) 0.9 1.5 ND ND ND ND 10.0 
Thirdturning(excavator) 0.7 0.3 ND ND ND ND 3.5 
Thirdturning(turner) 5.3 0.5 ND ND ND ND 6.5 
Forthturning(excavator) 1.8 0.3 6.6 0.2 0.1 ND 1.3 
Forthturning(turner) 16.7 3.0 0.5 8.0 1.0 ND 3.6 
Fifthturning(excavator) 3.1 0.5 0.9 ND ND ND 4.3 
Fithtturning(turner) 10.6 0.9 ND ND ND ND 4.9 
After pasteurization(excavator) 0.3 0.5 5.9 0.5 0.6 ND 5.7 
After pasteurization(turner) 0.2 0.5 0.2 0.3 0.2 ND 6.3 

Table 2. Characteristic change of composts during stages of composting process

Division Rice straw 
average length(cm)

Water 
contents(%) pH EC

Color
CN Ratio

L a b
Rice straw 78.3 67 8.9 0.48 33.67 5.78 14.26 20.3
Watering straw 72.3 76 8.8 0.48 23.59 4.79 9.40 46.7
Nutrient mixture 80.3 70 8.6 2.22 30.60 9.87 20.57 21.1
Firstturning(excavator) 60.7 71 8.5 2.06 19.77 4.24 5.69 23.1
Firstturning(turner) 60.3 77 8.7 1.20 24.80 6.08 10.53 23.3
Secondturning(excavator) 73.0 74 8.6 0.70 22.47 5.20 8.30 21.7
Secondturning(turner) 70.3 72 8.6 1.39 20.01 5.43 8.83 21.9
Thirdturning(excavator) 63.3 71 8.1 2.33 18.01 4.11 6.07 21.3
Thirdturning(turner) 62.7 71 8.5 0.71 17.42 5.14 7.01 19.8
Forthturning(excavator) 65.0 68 8.4 3.38 21.99 3.82 5.95 17.8
Forthturning(turner) 53.3 72 8.6 2.08 19.05 4.14 6.57 18.3
Fifthturning(excavator) 51.7 69 7.1 1.67 18.46 5.29 7.94 16.2
Fithtturning(turner) 41.7 68 7.9 3.82 19.34 4.73 8.86 16.9
After pasteurization(excavator) 37.7 60 7.7 1.14 18.35 3.31 5.52 13.2
After pasteurization(turner) 37.3 58 7.9 3.32 18.59 3.54 6.0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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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이상

의 결과는 자주식교반기를 이용하여 뒤집기를 할 경우 원

활한 산소 공급에 의해 볏짚의 부숙이 빨리 진행되므로

볏짚의 길이도 짧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제조된 배지에서

수분함량이 적은 것은 뒤집는 과정에서 배지가 골고루 혼

합되어 뭉쳐지는 현상이 없고 외부의 공기가 원활하게 공

급되어 부숙이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양송이 배지의

부숙도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으며, 네덜란드 업

체의 기준은 유기물 대비 무기물의 비율을 가지고 부숙도

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섬유질의

양은 줄어들고 무기물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자주식교반기의 농가 활용을 통해

배지를 조제할 경우 양송이배지의 표준화와 균일화가 더

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별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1주기에서는 자주식교반

기 처리에서 20%의 증수효과가 있었고, 2주기에서는

28%, 3주기에서는 26%의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전체적

으로 23%의 수량 증대효과가 있었다(Table 3, Fig. 4).

따라서 양송이 재배에서 개발 자주식교반기를 이용할 경

우 증수효과를 확인하였고, 추후 농가보급을 통한 양송

이 배지의 품질규격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리별 수량 증수에 대한 경제

성 분석 결과 재배면적 165㎡의 재배사 4동에서 3.5회/

년 재배할 경우 가락동시장의 양송이 중품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이익이 31,433,926원/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적 요

본 실험은 농가 관행인 굴삭기 뒤집기와 자주식교반기

를 이용한 뒤집기 비교 시험을 통해 발효단계별 배지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야외발효배지의 온도는 자주식교반기

처리에서 뒤집기 후 온도 상승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후발효배지의 온도는 농가관행인 굴삭기 처리구에서 온도

가 높게 유지되면서 후발효과 진행되었다. 야외발효 단계

에서 배지에는 고온성 세균 (Bacillus spp.), 방선균, 형광

성 Pseudomonas 속, 사상균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분포

하였고, 특히 배지발효 과정에서 배지의 분해와 발열에

관여하는 호기성 세균의 밀도는 자주식교반기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온성 발효과정 중 푸른곰팡이균과

중온성 방선균은 생육이 억제되거나 사멸되는 양상을 보

였다.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

온성 방선균은 자주식교반기 처리에서 농가관행보다 높은

밀도를 보였다. 처리별 볏짚의 길이는 자주식교반기를 사

용하였을 경우 조금 짧았고, 수분함량은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H와 EC는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a, b값은 자주식교반기에 의한 뒤집기

가 진행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발효 단계별 배

지의 CN율을 조사한 결과 농가관행인 굴삭기의 경우

23.1에서 시작하여 5차 뒤집기에서는 16.2까지 낮아 졌고,

자주식교반기의 경우 23.3에서 16.9로 낮아 졌다. 따라서

처리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처리별 수확량

을 조사한 결과 1주기에서는 자주식교반기 처리에서 20%

의 증수효과가 있었고, 2주기에서는 28%, 3주기에서는

26%의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23%의 수량 증

대효과가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기본연구과제 (PJ012053022018 )

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REFERENCES

Baker M, knoop B, Quiring S, Beard A, Lesikar B, Sweeten J,
Burns R. 2003. Composting guide index. Prepared by the
Texa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olid and Hazardous
Waste Management Initiative Team. Chap. ?. The
Decomposition process. http://aggie-horticulture. tamu. edu/
extention/compost/ compost.html.

Cho SJ, Sin PG. 2011. Cellulase and xylanase activity of compost-
promoting bacteria Bacillus sp. SJ21. Korean J Soil Sci Fert 44:
836-840.

Gerrits JPG. 1969. Organic compost constituents and water
utilized by the cultivated mushroom during spawn run and
cropping. Mushroom Sci 7: 111-126.

Table 3. Yield of fruiting bodies in button mushroom
cultivation using self-propelled stirrer and excavator agitator

Division
Yields (kg/66 m2)

Index
(%)excavator self-propelled 

stirrer
1 period 446±6.1 536±9.2 120
2 period 216±5.6 276±8.1 128
3 period 54±5.0 68±7.5 126

Fig. 4. Growth of fruiting bodies in button mushroom
cultivation using self-propelled stirrer(left) and excavator
agitator(right). 



양송이버섯 재배시 자주식 배지교반기 활용 배지의 특성 및 수량성 279

Grivensven LJLD. 1988. The cultivation of Mushrooms. Univ. of
Nijmegen. the Netherlands. pp. 31-39.

Hong JS, Kim YH, Kim MK, Kim YS, Sohn HS. 1989. Content of
free amino acids and total amino acids in Agaricus bisporus,
Pleurotus osteatus and Luntinus edodes. Korean J Food Sci
Technol 21: 58-62.

James N. 1958. Soil extract in soil microbiology. Can J Microbiol
4:363-370.

Kato K, Itho K. 1983. New selective media for Pseudomonas
strains producing fluorescent pigment. Soil Sci Plant Nitr
29:525-532. 

Kim MJ, Lim SJ, Kang DK. 2008. Isolation of a Bacillus
Licheniformis DK42 producing cellulase and xylanase, and
properties of the enzymes. J Anim Sci Technol (kor)
50(3):429-436.

Kim TI, Han JT, Jhun BS, Ha SU, Yang CB, Kin MG. 1999.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acillus subtilis CH-10
secreting cellulase from cattle manure. Korean J Mycol 35:
277-282.

Kim IG, Whang KS. 2002. The observation and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viable but non-culturable bacteria in potable
groundwater using epifluorescence microscopy. Korean J
Microbiol 38:180-185. 

Küster E, Williams ST. 1966. Selection of media for isolation of
streptomycetes. Nature (London) 202:928-929.

Martrin JP. 1950. Use of acid. rose bengal and streptomycin in the
plate method for estimating soil fungi. Coil Sci 69:15-232.

MFAFF. Actual yield of industrial product. 2017.
Lee CJ, Yoo YM, Moon JW, Cheong JC, Kong WS, Kim YG, Lee

BE, Yoon MH, Sa TM. 2017.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Microorganisms during Rice Straw Composting for
Cultivation of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Korean
J Mycol 45(1): 1-7.

Nishizaki K, Yokochi Y, Shbata Y, Otani R, Nagai TA. 1996.
Development of Composting System. ICAMPE Vol.3, pp.
722-727.

Sharma HSS. 1991a. Biochemical and thermal analyses of
mushroom compost during preparation. In The Science and
Cutivation of Edible Fungi. Maher M., Ed. Balkema:
Rotterdam. The Netherlands. Vol.1, pp169-179. 

Sharma HSS. 1996b. Compositional analysis of neutral detergent
and acid detergent, lignin and humus fractions of mushroom
compost. Thermochim Acta 285, 211-220.

Shin GC. 1979. Studies on nutrient sources, fermentation and
harmful organisms of the synthetic compost affecting yield of
Agaricus bisporus (Lange) Sing. Kor. J Mycol 1:13-73.

Park HJ, Yu BK, Lee SH, Lee CJ, Kim YH. 2018. Development of
self-propelled windrow turner for button mushroom
compost. J Mushrooms 16:250-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