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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박에서 재배한 느타리버섯의 성장  장  품질 특성의 비교

호
1
․고병섭

2
․김주호

1
․남상필

1
․엄 란

2
․홍상미

3
․황학수

1
․박선민

3†

1아산시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과
2한의학연구원 검사사업부
3호서 학교 식품 양학과

The Comparison of Growth and Quality Characteristics during the Storage of 
Pleurotus ostreatus Cultivated in the Remnants of Medicinal Herb Extracts

Jung Ho Jun1, Byoung-Seob Ko2, Ju Ho Kim1, Sang Pil Nam1, Young Ran Um2, 

Sang Mee Hong3, Hak Soo Hwang1, and Sunmin Park3†

1Asan-Si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Chungnam 336-812, Korea
2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305-811, Korea

3Dept. of Food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Chungnam 336-795,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Pleurotus ostreatus (oyster mushroom), cultivated in various 
ratios with herbal extract remnants instead of cotton supplemented with nutrients (the control), improved 
mycelial growth, mushroom yields and longevity during storag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transfer of 
medicinal herb components into the mushrooms since they contained non-specific medicinal herbs and their 
composition could not be controlled. Mushrooms cultivated with 70% and 100% medicinal herb remnants had 
faster growth rates, higher yields and less fail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fruit body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HPLC chromatogram among the methanol extracts of Pleurotus ostreatus in all 
groups. In addition, glycyrrhizin, an indicative compound of licorice which was a major herb among the herbal 
remnants, was not detected in any of the extracts. Pleurotus ostreatus that was cultivated with 70% and 100% 
herbal extract remnants had improved storage longevity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They exhibited the 
least weight loss during storage among the groups and they maintained firmness in the stipe and pileus. However, 
the sources of media did not alter the color difference of the stipe and pileus or the quality index of the outward 
appearance during storage. In conclusion, cultivating media that contained over 70% of medicinal herb extract 
remnants increased the growth rates and yields of Pleurotus ostreatus. In addition, these mushrooms had 
enhanced storage longevity due to their firmness. Therefore, medicinal herb extract remnants should be utilized 
in the cultivating media of various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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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느타리버섯은 국내 주요 버섯  생산량이 65.7%를 차지

하여 가장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총생산액도 3,174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1). 재배 유형별로는 균상재배와 병재배

가 있는데 균상재배가 우리나라 버섯재배의 효시가 된 방법

으로 부분의 농가에서 균상재배를 하고 있지만, 배지의 

주재료의 가격, 공 과 병해충으로 인한 문제 들이 있다

(2). 기 버섯배지의 주재료는 볏짚이었는데 양이 제한 이

고 고가여서 방울솜 는 폐면을 이용한 재배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방울솜 는 폐면도 국, 키스탄, 

미얀마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데 그 가격도  올라 농가에

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폐면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

아 버섯농가에서 가끔 배지로 추정되는 버섯재배 실패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 지재배나 병재배를 추천하지만 이들은 균일하고 

규격화된 배지를 만들 수 있으며 연  생산이 가능하나 기계

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시설비에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의 종류는 수확량과 품질에 

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많이 있다(3). 느타리버섯을 균상재배 

시 배지의 종류에 따라 향을 미쳐 볏집량이 90 kg/3.3 m
2

일 때 수확량이 가장 높았고, 지재배 시에는 미송톱밥, 비

트펄 , 면실박을 부피비로 50:30:20으로 혼합한 배지로 

지의 직경 10～14 cm, 배지량 800～1,200 g/ 지 내외에서 



212 호․고병섭․김주호․남상필․엄 란․홍상미․황학수․박선민

느타리버섯의 수확이 가장 효율 이었다(3,4). 이처럼 느타

리버섯 재배 시에는 배지의 종류에 따라 수확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버섯의 상품성에 향을 미치는 것 의 하나는 장성이 

낮은 것이다. 버섯은 수확 후 호흡과 사 작용이 일반 과일

이나 채소류에 비해 왕성하여 량 감소가 빠르고 외 이 

수축되며 호흡열의 상승으로 인해 변색과 미생물 번식 등의 

품질 하가 속하게 일어난다(5,6). 따라서 장기간이 짧

고 유통기간  상품성이 하된다. 그러므로 배지가 느타리

버섯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장성을 향상시키면 농가에 

경제 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일반 으로 한약재 추출한 꺼기인 한약박은 비료로 재활

용되기도 하나 부분 폐기처분되어져 한약 추출약을 제조

하는 제약회사에서는 한약박의 처리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량 폐기되어지는 한약박을 농산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폐자원의 재활용

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의 감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폐기 처분

하거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한약을 추출하고 남는 한약박을 

발효하여 양분으로 첨가하는 팰릿 신 폐면과 섞어 균상

배지로 사용하여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수확량과 장성

에 한 연구를 하 다. 한 한약박은 불특정 한약재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로 인해 한약재의 성분이 버섯으로 이되

었을 때 상품성 하와 같은 문제 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한약박의 성분이 느타리버섯으로 이되는지 여부를 조사

하 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느타리버섯 종균은 일성 종균(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추성

리 8-4)에서 구입한 수한 느타리버섯을 사용하여 미래 농원

(아산, 염치읍)에서 재배하 다.

배지 제조

일반 폐면(신원에 , 인천)을 이용한 배지는 조군에 사

용한 배지로 폐면과 양분인 팰릿(신원에 , 인천)을 혼합

하여 제조하 다. 8평(1상)의 느타리버섯을 제조하는데 필

요한 배지는 310 kg 폐면과 125 kg 팰릿을 물과 혼합하여 

야외에서 15일 동안 발효해서 만들었다. 발효 후에 폐면과 

팰릿을 섞은 배지는 상에 비닐을 깔고 입상을 한 후 발효 

공간을 폐하고 65±2oC에서 15시간 동안 배지에 있는 잡

균을 살균하 다. 살균기간 동안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시키고 53±2oC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3～4일 동안 후발

효를 하 다.

느타리버섯 재배용 한약박 배지를 만들 때 사용한 한약박

은 정우 약품(신창면, 아산)에서 약탕기에 한약재와 물을 1:5 

정도의 비율로 넣고 100
oC에서 2.5시간 동안 가열 추출시켜 

Table 1. Experimental groups

Treatment Cultivation media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Treatment 3
Treatment 4

used cotton (70%)＋pellet (30%) 
used cotton (70%)＋remnants of herbs (30%)
used cotton (50%)＋remnants of herbs (50%)
used cotton (30%)＋remnants of herbs (70%)
used cotton (0%)＋remnants of herbs (100%)

엑기스를 만든 후 남는 한약재 꺼기를 수거하여 후처리 

없이 그 로 사용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약

박에 함유되어 있는 한약재의 성분은 정우약품에서 생산하

는 한약에 따라 다르므로 매번 포함하는 한약재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약박에 함유된 한약재의 종류나 산지

를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겠다. 한약박을 폐면과 혼합해서 

사용할 때 Table 1에 기록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제조하 다. 한약박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폐면은 팰릿 없이 

폐면만 물을 충분히 넣고 섞어서 15일 동안 야외에서 발효시

킨 후 정우약품에서 가져온 한약박과 혼합하여 살균하고 후

발효시킨 후 입상하 다. 100% 한약박을 사용하여 배지를 

제조하는 경우는 15일 동안의 야외에서 진행하는 발효 없

이 직  입상한 후 폐면/팰릿 배지와 같은 방법으로 살균과 

후발효를 하 다.

배양  생육조사

후발효가 끝난 후 배지 종류에 계없이 균상 온도가 25± 
1oC일 때에 구입한 버섯 종균을 종시켰다. 종시킨 후 

비닐을 덮고 18일 동안 온도 18±2oC, 습도 90±5%로 유지

시켜주었다. 19일째에는 비닐을 벗기고 구멍이 뚫린 검은 

멀칭 비닐을 워 주고, 버섯 발생을 유도하고 생육 정도를 

조사하 다. 입상 후 자실체 원기가 형성된 것이 70%일 때

의 일수를 기 발아소요일수로 계산하고, 기 발아소요일

로부터 첫 수확일까지의 일수를 자실체 생육일수로 조사하

다. 수량은 버섯의 갓의 직경이 3 cm 내외이고 자루길이는 

7 cm일 때 버섯 생 량을 조사하 다. 한 생물학 인 효율

은 입상의 면 에 한 자실체 생 량을 백분율로 계산하 다.

한약 성분의 이 조사

일반 배지와 한약박 배지를 이용한 버섯을 70% 메탄올로 

추출하여 감압 농축한 후 HPLC로 성분의 변화를 측정하

다(7). 한 한약박의 성분이 이되는지를 조사하기 해서 

조군과 비교하여 HPLC chromatogram에 차이가 있는지

와 한약박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감 의 지표 성분인 

glycyrrhizin의 검출 여부를 조사하 다. HPLC(Waters, 

Germany)를 사용하 고 column은 C18 column(4.6×150 
mm)을 사용하 으며 장이 254 nm에서 UV detector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동상은 acetonitrile과 methanol을 

사용하 으며, solvent acetonitrile과 methanol을 gradient 

주입하여 측정하 다. Column의 온도는 25
oC로 유지하

고, 유속은 분당 1 mL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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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ostreatus  cultivation

Control TRT1 TRT2 TRT3 TRT4

Mycerial growth (days)
First fruit body harvest of first flush (days)
Total weight of first harvest (kg/m2)
The ratio of dead mushroom (%)
Total weight of harvesting during first flush
Number of flushes (times)

18.5
 8.5
 1.5
 40
 6.4

±1.7
±1.2a1)
±0.14c
±4.2a 
±0.8a
7

18.3
 7.9
 1.6
38
7.2

±1.6
±1.2a
±0.15c
±3.3a
±1.2a
7

18.4
  7.6
  1.7
  36
 8.3

±1.5
±0.7ab
±0.18b
±2.9ab
±1.1a
7

18.5
 7.2
 1.9
 32
 8.7

±1.8
±0.8b
±0.18a
±3.1b
±1.1a
7

18.6
 7.0
 1.9
 33
8.7

±1.8
±0.7b
±0.18a
±3.2b
±1.3a
7

Control, used cotton (70%)＋pellet (30%); TRT1, used cotton (70%)＋remnants of herbs (30%); TRT2, used cotton (50%)＋remnants 
of herbs (50%); TRT3, used cotton (30%)＋remnants of herbs (70%); TRT4, used cotton (0%)＋remnants of herbs (100%).
1)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alphabe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the Tukey test.

장성 조사

일반 배지와 한약박 배지에서 키운 버섯을 수확한 뒤 라

스틱 박스에 담아 0±1oC 온 창고에 같은 조건에서 장하

면서 품질 변화를 조사하 다. 품질변화는 1) 량 손실률, 

2) 경도, 3) 색도의 변화로 조사하 다. 량 손실률은 기 

량을 기 으로 장기간인 1, 5, 10, 20, 30일에 량을 측

정하여 얻은 량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량손실률(%)＝(WI－WL)/WI×100
WI, 기 량; WL, 장후 량

경도 변화는 장기간  0일, 5일, 10일에 갓부분과 자루

( )부분을 나 어 5 mm의 원형 probe가 부착된 물성측정

기(TA-XT2, England)를 이용하여 단단함(firmness)을 측

정하 다. 각각의 처리구에서 시료를 취한 다음 기둥(stripe)

의 앙부 를 2 cm 길이로 잘라 plate 에 올려놓고 probe

를 20 mm/s의 속도로 표면으로부터 strain 60% 깊이까지 

삽입할 때 나타나는 조직의 항값을 단단함으로 결정하 다.

색도 변화는 장기간  0일, 5일, 10일에 갓과 기둥의 

일정부 를 색차계인 spectrophotometer CM-3500d(Konica 

Minolta Sensing, Inc., USA)의 조사 부분에 착시켜 L값

(명도), a값( 색도), b값(황색도)의 값으로 측정한 후 아래

의 식을 이용하여 장  느타리버섯과의 색도차를(ΔE값)

으로 구하 다.

ΔE＝(ΔL
2＋Δa

2＋Δb
2)1/2

경도와 색도는 각 처리구에서 시료를 10개씩 취하여 측정

한 후 평균치를 결과로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표시하 고, one way ANOVA로 통계처리를 하 으

며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  p<0.05에서 Tukey test로 분석

하 다.

결과  고찰

성장 속도  수확량

배지의 종류에 무 하게 종균을 종한지 18일이 되었을 

때 발아하기 시작하 으며 발아 후 수확하기까지는 7～10일 

정도 걸리는데 수확 시기는 70% 이상의 버섯 자루가 7 cm, 

갓 직경이 3 cm 정도 되었을 때로 정하 다. 폐면에 키운 

버섯에 비해 한약박에서 자라는 버섯이 발아부터 첫 수확까

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약 7일 정도이었으며 한약박의 비율

이 30%인 처리군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랐다(Table 2). 첫 수확 후 버섯은 계속 으로 성장

하여 총 7회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수확횟수는 한약박을 

이용한 배지나 폐면을 이용한 경우에 차이가 없었다. 첫 번

째 1 m2의 균상에서 수확한 느타리버섯 질량은 한약박의 

비율이 30%인 처리군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군에 비해 

많았다(Table 2). 1주기 동안 수확한 느타리버섯 수확량도 

한약박의 비율이 30%인 처리군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

군에 비해 많았다(Table 2). 이것은 한약박이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해  뿐 아니라 질병에 걸리는 버섯의 양도 월등히 

어서 체 으로 수확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므로 한약박을 50% 이상 이용하 을 때 느타리버섯의 성

장을 향상시키고 수확량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버섯은 체로 재배 방법과 배지의 종류에 따라 성장 속도나 

수확량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Park 등(3)과 Lee 

등(4)은 느타리버섯 지재배 시 수확량과 생물학  효율은 

비트펄 를 20% 첨가한 군이 가장 높았다. 한편 노루궁뎅이 

버섯을 참나무 톱밥에 농산물 분산물인 미강, 율무박, 사탕

수수박, 코코낫박 등을 섞어서 배지로 사용하 을 때 미강 

20%를 첨가한 것이 가장 생물학  효율이 높았다(8). 한 

밤껍질 내피에서도 느타리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의 성장

과 자실체 형성이 좋았으나 밤껍질 외피에서는 버섯의 성장

이 조하 고 이것은 배지의 양성분 함량과 버섯의 성장

과 생물학  효율이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9). 그러나 아직까지 한약박을 배지로 하여 버섯을 

재배한 연구는 없어서 수확량이나 생물학  효율을 비교할 

수 없었으나 한약박 70%나 100%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질병이 생겨 고사되는 버섯의 수도 었고 수확량도 많았

다. 이것은 한약박에도 다양한 양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느타리버섯의 성장에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박을 사용한 배지에서 느타리버섯으로의 한약 성분

의 이 조사

한약박을 느타리버섯의 배지로 사용할 때 불특정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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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 of mushroom extracts from 
each group. Control, used cotton (70%)＋pellet (30%); TRT2, 
used cotton (50%)＋remnants of herbs (50%); TRT3, used cotton 
(30%)＋remnants of herbs (70%); TRT4, used cotton (0%)＋rem-
nants of herbs (100%).

를 추출하고 남은 한약 꺼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약박의 

특정성분이 느타리버섯으로 이되었을 때 버섯의 품질이 

하될 수 있으므로 한약박의 특정성분이 버섯으로 이되

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한약박에는 다양한 한약재가 혼합

되어 있는데 이 에 감 는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 감 의 

지표 성분인 glycyrrhizin을 검출한 결과, 조군과 마찬가

지로 한약박을 배지로 사용한 처리군에서 glycyrrhizin이 

 검출되지 않았다(Fig. 1). 이러한 결과는 한약박에 함유된 

성분을 양소로 이용하지만, 한약박의 성분 자체가 그 로 

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약박을 이용

한 재배방법이 느타리버섯에 한약박의 한약 성분을 이시

키지 않아서 한약에 성분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

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논문에서 칡, 한약재이

나 감귤 농축액 등을 배지에 첨가하여 버섯을 재배하 을 

때 이들이 항산화능이나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배지에 첨가한 물질의 성분이 버섯으로 이행되었

다는 보고는 없었다(6,1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느타리

버섯의 수확량의 증가나 장성의 향상은 한약박에 있는 성

분들을 양소로 사용하여 이차 인 사산물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느타리버섯의 장성 조사

버섯은 수확 후 호흡과 사 작용이 일반 으로 과실이나 

채소에 비해 왕성하여 량 감소가 빠르고, 외 이 수축되며 

호흡열로 인한 품온이 상승하여 변색  미생물의 번식이 

쉽게 일어나는 등 품질 하가 속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다른 신선 농산물에 비해 장기간이 짧고 유통  부패나 

품질 하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품질 변화는 부분 이취발

생 정도, 량 감소, 색이나 조직의 연화정도로 추정하는 것

Table 3. The changes of Pleurotus ostreatus weight loss 
during storage (%)

 5 days 10 days 20 days 30 days 

Control
TRT1
TRT2
TRT3
TRT4

  9
  5
3.8
3.3
3.5

±0.8a1)
±0.4ab
±0.3b
±0.3b
±0.3b

13.8
  7
 6.5
 6.5
 5.3

±1.0a
±0.6b
±0.5b
±0.5b
±0.4b

18.8
  12
10.5
11.8
 9.8

±1.2a
±0.9b
±0.8b
±0.9b
±0.9b

31.5
26.5
29.8
28.8
21.3

±2.2a
±2.1b
±2.3ab
±2.0b
±1.8c

Control, used cotton (70%)＋pellet (30%); TRT1, used cotton 
(70%)＋remnants of herbs (30%); TRT2, used cotton (50%) 
＋remnants of herbs (50%); TRT3, used cotton (30%)＋rem-
nants of herbs (70%); TRT4, used cotton (0%)＋remnants of 
herbs (100%).
1)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the Tukey test.

이 일반 인 방법이다(4,5). 그러므로 수확 후 량 감소나 

품질 변화를 조사하는 등으로 장성을 조사하 을 때 장

성이 향상되면 버섯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을 4oC에서 장하 을 때 량 감소는 한

약박 100%를 사용한 처리군 4에서 모든 장 일수에서 가장 

었고, 처리군 3인 한약박 70%에서 재배한 것도 한약박 

100%군과 차이가 없었다(Table 3). 한약박이 50% 이하에서 

재배한 처리군 1과 2에서는 각각의 장 일수에서 한약박을 

100%나 70%를 사용한 처리군 3과 4에 비해 량이 낮았다

(Table 3). 그러나 체로 한약박을 사용한 것이 조군에 

비해 장성이 향상되었다. 4
oC에서 버섯을 보 할 때 한약

박에서 재배하 을 경우 10일까지도 버섯의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지 않고 장성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약박의 양분이 조직을 치 하게 만든 것과 련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버섯의 장이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분 장 온도, 포장재, 방사선 조사, 

충  기체 등에 의한 것이었고(12-15) 배지에 따른 장성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다.

장기간에 따른 경도 변화

버섯의 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버섯 조직의 

연화이고 이것을 정량 으로 측정하는 것이 경도 변화이어

서 부분의 장성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다(12-14). 버섯은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고 이것은 일반

으로 버섯의 품질을 하시키는 것과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장기간에 따른 량 결과를 살펴보면 4
oC에서 

장할 경우 10일까지는 제품의 상품성이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도는 0일, 5일, 10일에만 조사하 다. 장일

이 0일째에는 70%와 100%의 한약재 배지를 사용한 처리군 

3과 4의 버섯의 갓과 자루에서 모두 경도가 더 높았고(Fig. 

2) 이것은 갓과 자루의 조직이 더 치 한 것과 련이 있었

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버섯의 갓에서 경도가 감소하

다. 한약재를 배지에 70%나 100%에서 재배한 처리군 3과 

4에서의 버섯은 일반배지를 사용한 조군에 비해 경도가 

덜 감소하 다. 그러나 자루는 모든 군의 느타리버섯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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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firmness of pileus (A) and stipe (B) in 
Pleurotus ostreatus during  storage. Control, used cotton 
(70%)＋pellet (30%); TRT1, used cotton (70%)＋remnants of 
herbs (30%); TRT2, used cotton (50%)＋remnants of herbs 
(50%); TRT3, used cotton (30%)＋remnants of herbs (70%); TRT4, 
used cotton (0%)＋remnants of herbs (100%). 

*
Significantly dif-

ferent among the groups at the assigned day at p<0.05. The dif-
ferences among the storage periods were not investigated.  

5일째에 약간 경도가 증가하 다(Fig. 2). 이것은 온도가 낮

아서 조직이 좀 더 치 해진 것과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10일에는 버섯자루의 경도가 격히 감소하

지만, 한약재를 배지에 70%나 100%를 사용하 을 때 일반

배지를 사용한 조군에 비해 경도가 덜 감소하 다. Lee 

등(4)의 연구에서도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갓과 자루의 

경도가 감소하 고 이때 갓의 경도 하가 자루의 경도 하

보다 컸으며 특히 자루의 경우 장 기에는 경도 감소가 

극히 어 장성이 높았다. 느타리버섯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장성이 고려되어 재 느타리버섯은 갓의 크기는 작

고 자루의 크기가 큰 것들의 상품성이 더 높다. 장기간에 

따라 버섯의 량과 경도가 감소하는 것은 부분 포장하

을 때 응축수 양의 증가로 인한 포장 내 상 습도의 증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호흡이 억제되는 것과 한 

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다(12-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포장이나 장 온도 등의 외부 요인은 같은 상태에서 버섯을 

보 하 으므로 장기간의 차이는 배지 조성에 따른 느타

리버섯의 조직의 치 도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장기간에 따른 색도 변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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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total  color difference of pileus (A) and 
stipe (B) in Pleurotus ostreatus during storage. Control, used 
cotton (70%)＋pellet (30%); TRT1, used cotton (70%)＋remnants 
of herbs (30%); TRT2, used cotton (50%)＋remnants of herbs 
(50%); TRT3, used cotton (30%)＋remnants of herbs (70%); 
TRT4, used cotton (0%)＋remnants of herbs (100%).

외  상품가치이며 외  별기 의 하나인 색도의 변

화가 가격결정에 요한 요인이므로 측정하 다. 갓과 자루

에서 모두 색도가 증가하 고, 특히 자루의 색도의 증가가 

컸다(Fig. 3). 이러한 색도의 변화는 수확 후 버섯의 유통기

간 동안 색도의 변화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

반 으로 장기간이 길어지면 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1-13). 그러나 한약재 배지에서 수확한 느타리

버섯과 조군의 버섯 사이에 색도의 차이는 유의 이지 않

았다(Fig. 3). 다만 자루는 한약재 배지를 사용하 을 때 색

도 변화가 은 것으로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Lee 등(5)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갓의 색도의 증가가 컸으며 장 온도

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증가하 다. 즉, 갓의 색도는 버섯의 

외  품 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

기간 동안 갓의 색도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버섯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요   약

일반 으로 폐기 처분하거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한약을 

추출하고 남는 한약박을 발효하여 양분으로 첨가하는 팰

릿 신 폐면과 섞어 균상배지로 사용하여 느타리버섯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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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할 때 수확량과 장성에 한 연구를 하 다. 한, 한약

박은 불특정 한약재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로 인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한약박의 성분이 느타리버섯으로 

이되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한약박 70%나 100%에서 느타

리버섯을 재배할 때 질병이 생겨 고사되는 버섯의 수도 었

고, 성장속도도 빨라서 수확량도 많았다. 폐면과 펠릿을 이

용한 조군과 한약박을 배지에서 재배한 처리군들의 HPLC 

chromatogram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지표물질로 

사용한 glycyrrhizin이  검출되지 않았다. 즉, 한약박의 

성분 자체가 그 로 이되지는 않았고, 한약박에 함유된 

성분을 양소로 이용하여 버섯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한약

박을 70%나 100%를 사용한 배지에서 재배된 느타리버섯의 

장성이 향상되어 장기간 동안 량 감소가 가장 었고, 

갓과 자루의 경도의 하도 가장 었다. 그러나 외 의 품

질을 나타내 주는 색도의 변화는 배지 종류에 향이 었

다. 결론 으로 한약박을 70% 이상을 배지로 사용하 을 

때 한약성분의 직 인 이는 없어서 버섯의 상품성을 

하시키지 않았으며 성장률이 빠르며 수확률도 많았고, 조직

이 치 하여 장성도 향상시켰다. 그러므로 한약박을 느타

리버섯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버섯 재배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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