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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wavelength of the light emitted by the light-emitting diode (LED)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physicochemical and sensory qualities of Pleurotus eryngii were investigated. Pleurotus eryngii were grown 
under different light sources: blue light (450 nm), red light (650 nm), green light (525 nm), UV-A (365 nm), 
and mixed light (B*R, B*G, R*G, B*R*G*UV-A). The quantity of LED light was set up at 50% (LED: 64.9-108.0 
p㏖m-2·s-1;fluorescentlight:11.7lux). Fluorescent light was used as contro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lesh firmness. In the case of the Pleurotuseryngii cultivated under red, green, and mixed light (R*G), the 
color of the pileus and the length of the stipe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The sensory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LED lights (red, green, and R*G) and the control. Among the three 
LED light conditions, the sample cultivated under red light recorded the highest score. The samples under UV-A, 
blue, and mixed light (B*R, B*G, B*R*G*U) had a dark pileus color and had a short stip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wavelength of LED light affected the growth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and that 
using red LED light is preferable for the cultivation of Pleurotus eryngii with bet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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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은 백색목재부후균의 일종

으로, 분류학적으로는 주름버섯목(Agaricals), 느타리버섯

과(Pleurotaceae)에 속하는 식용버섯이다(1). 송이버섯과

거의 흡사하여 1975년에 송이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1986년에 느타리버섯과로 재분류된 이력이 있으며, 굴버

섯, 초원버섯, 아몬드느타리버섯, 산형느타리버섯, 물결모

양버섯, 맛송이버섯, 큰느타리버섯, 왕느타리버섯 등의 이

명을 갖고 있다(2). 자루가 느타리버섯에 비해 굵고 길며,

균사조직이 치밀하여 식감이 뛰어나고 맛과 향 또한 탁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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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버섯으로, 느타리버섯 중 가

장 맛있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에 인공재배한 것이 새송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

였다(3,4).

새송이버섯의 관행재배에 사용되기도 하는 형광등의 높

은 유지비용과 과도한 열발생 등의 단점으로 인하여, 수은

등의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식물재배용 인공광원

으로의 light emitting diode (LE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은 작물의 생장, 형태 및 색소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5), LED 광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광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LED는 전기가 흐르면 빛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반도체 소자이며, 접합하는 화합물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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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광을 만들 수 있다(6). 지금까

지 식물재배분야에 있어 LED광을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브로콜리(7), 수박(8), 고추(9), 인삼(10), 파프리카(11) 같은

작물의 형태 형성 및 착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료의 종류나

실험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최적의 광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송이버섯의 품질특성에도 LED의 광질

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환기량이

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 다수확

을 위한 배지 및 첨가제 개발 등의 연구(12-15)가 진행되었

을 뿐,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D광의 파장을 달리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품질특성 분석과 동시에 새송이버섯 재배에

가장 적합한 광질을 구명하여, 새송이버섯의 LED광 이용

재배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실험용 새송이버섯은 광원의 조건을 각각 달리하여 재배

하였으며, 배지의 주재료로 공시한 미송톱밥은 약 5개월간

야적하여 사용하였다. 첨가제로 신선한 미강 건조물을 모

든 처리구에 동일한 양으로 첨가하였으며, 배지의 수분함

량을 65%로 조절하여 새송이버섯 병재배용 배지재료로

사용하였다. 생육조건은 수확기까지 온도 15℃, 습도

85-90%의 조건하에서 생육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 ppm이었다.

LED 처리 조건

LED는 본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것(㈜라이텍코

리아, LED light Controller Ver 3.0, Gwangju, Korea)으로

청색광(450 nm), 적색광(650 nm), 녹색광(525 nm),

UV-A(365 nm) 및 혼합광(청*적, 청*녹, 적*녹, 청*적*녹

*UV-A)의 형태로 이용하였으며, 대조구로는 관행재배에

이용되는 형광등을 사용하였다. LED 광원은 시료의 약 30

cm 높이에 설치하였으며, 광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광량

을 50%로 설정한 것으로, 64.9-108.0 pmol·m-2·s-1의 범위였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Treatment
1)

Blue Red Green UV-A B*R B*G R*G B*R*G*U Control

Total length (㎝) 9.0±0.5de2) 10.6±0.1ab 10.0±0.3bc 9.0±0.5bcd 8.2±0.6e 8.6±0.2de 10.1±0.4bc 9.1±0.5cde 11.3±0.6a

Weight (g) 63.35±5.50abc 75.00±5.20a 64.35±3.50abc 59.65±7.00bc 62.15±4.00abc 54.00±7.20c 70.50±3.95ab 54.65±2.90c 66.00±4.15abc

1)blue, blue LED light (450 ㎚); red, red LED light (650 ㎚); green, green LED light (525 ㎚); UV-A, ultraviolet A (365 ㎚) LED light; B*R, mixed light of blue and
red LED lights; B*G, mixed light of blue and green LED lights; R*G, mixed light of red and green LED mixed lights; B*R*G*U, mixed light of blue, red, green and
UV-A LED lights; control, fluorescent lamp.

2)Means±SD(n=10)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다. 광량제어기(㈜라이텍코리아, 버섯 생장용 LED 제어기,

Gwangju, Korea)를 이용하였으며, 1시간 간격으로 on/off함

으로써 조절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새송이버섯의 일반성분은 AOAC법(16)과 Van-Soest법

으로 분석하였다(17). 즉, 수분은 생시료를 이용하여 상압

가열건조법으로 정량하였고,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

유는 동결건조 분말을 이용하여 각각 건식회화법, Kjeldahl

법, Soxhlet 추출법, Neutral Detergent Fiber (NDF)법으로

실시하였다.

색도 측정

새송이 버섯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o,

Osaka, Japan)를 백색판(L=97.79, a=-0.38, b=2.05)으로 보정

하여 부위별(갓, 자루)로 L*(백색도), a*(적색도) 및 b*(황색

도) 값을 측정하였다.

경도 측정

경도는 Rheometer (Compac-100 Ⅱ,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각 부위별(갓, 자루)로 측정하였

다. 시료는 실험군 별로 10개씩 임의로 취하여 cork borer

(diameter 2 cm, thickness 1 cm)로 균일하게 절단하여 이용

하였다. 이 때 측정조건은 탐침 직경 2 mm, 진입 거리 30%,

테이블 속도 60 mm/min이었다.

관능평가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

로 외관, 색, 향, 전반적 기호도에 대하여 5점 채점법(1=매우

싫음, 2=싫음, 3=보통, 4=좋음, 5=매우 좋음)으로 실시하였

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AS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18)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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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생육특성

LED광의 파장을 달리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생육특

성은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장파장으로 갈수록 총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었으며, 중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잣버섯의 경

우와 유사하였으며(19), LED광을 이용하여 재배한 느타리

버섯에서 자루의 길이와중량은 적색광에서 가장많이증가

했다고 보고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20). 한편, 적색

광 조건 하에서 도라지 유묘의 초장(21) 및무, 토마토, 상추

의 신장 촉진이 관찰되었으며(22), 적색광이 식물체의 줄기

나 가지를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게 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23). 펠라르고늄 유묘 역시 적색광에 의해 줄기

의 신장이 촉진되었으나, 청색광은 지상부의 길이를 억제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24), 청색광은 국화 초장의 생육

억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실험에서

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파장을 달리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사진을 Fig.1에 나타

내었다. 적색광, 녹색광 및 적·녹 혼합광만이 비교적 건전한

생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색광에

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은 비교적 길고 굵은 자루를 가진

Fig. 1. Photographs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LED lights ars same as Table 1.

Table 2. Proximate component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

Treatment
1)

Blue Red Green UV-A B*R B*G R*G B*R*G*U Control

Moisture 87.6 88.3 87.6 87.9 88.9 88.5 88.6 88.0 89.1

Crude protein 22.6 22.9 22.7 23.4 23.6 24.1 22.7 23.9 23.2

Crude fat 2.0 1.4 1.7 1.5 2.0 1.9 1.2 1.7 1.3

Crude ash 7.6 6.3 6.0 6.5 6.3 6.3 6.1 6.7 7.0

Crude fiber 28.8 28.0 31.6 30.5 31.6 27.2 22.8 27.6 26.4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색광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자

루는 생육이 억제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새송이버섯은

적색광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지버섯을 LED광으로 재배할 때의 최적파장이 청색광의

파장대인 425-475 nm라고 보고(26)된 것은 영지버섯의 형

태적 특성상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생각되므로

버섯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형태형성에 관여하는 파이토크

롬(phytochrome)은 식물체의 개화, 줄기 신장, 종자 발아

조절 등을 유도하는역할을 하는 광수용체로 적색광이 주요

흡수 파장대로 알려져 있는데(27), 이로 미루어 보아 새송이

버섯에도 파이토크롬이 존재하거나, 같은 파장대를 흡수하

는 광수용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성분

LED광 종류에 따른 새송이버섯의 일반성분의 차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새송이버섯 생시료의 수분 함량은

87.6-89.1%의 범위였는데, Jeong과 Shim(28)은 87.25%,

Hong 등(29)은 87.8%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탈리아산

새송이버섯의 수분함량은 86.60%로 산지에 따라 성분 함량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는 취나물 87.5%,

냉이 87.8%, 브로콜리 88.6%, 콩나물 89.5% 등의 일반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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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및 표고버섯(참나무)의 수분함량이 89.8%-

91.2%로 나타나(31), 일반 버섯류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아

비교적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동결건조한 새송이버섯 분말로 수분을 제외한 일반

성분 분석 결과는 조섬유가 22.8-31.6%로 가장 높은 함량이

었고, 조단백 22.6-24.1%, 조회분 6.0-7.6%, 그리고 조지방

1.2-2.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용버섯의 건조물들

은 조단백질 19-35%, 조지방 1.1-8.3%의 함량을 나타낸다

는 보고(32)와 유사하였다. 새송이버섯은 섬유소, 단백질

및무기질의 함량은 높고, 조지방의 함량은 매우낮은 식품

소재라 할 수 있으며, LED광을 이용하여 재배한 모든 구에

서 조섬유 함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의 함량이 각각 30.20%, 1.80%, 5.16%라고 보고한

Kim 등의 연구(33)와 본 실험의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배포한 식품영양성분표에 기재된 새송이버섯 생체의 수분

함량(87.8%)과 건조물의 조단백질(37.7%), 조지방(1.1%)

및 조회분(7.2%)에 비해 수분 및 조지방의 함량은 높고,

조단백질 및 조회분의 함량은낮은 실험재료였음에도불구

하고, 홍조류인 꼬시래기 건물의 조회분 함량인 4.46%보다

높은 함량으로 나타났다(34). 선호도가 높은 버섯 건조물의

조단백질 및 조회분의 함량을 각각 비교한 결과, 느타리버

섯 12.8% 및 4%, 표고버섯 18.5% 및 4.3%, 상황버섯 5.5%

및 1.0%, 영지버섯 10.9% 및 1.1%로 새송이버섯의 조단백

질 및 조회분의 함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송이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여 조단백질과 조

회분을 분석한 결과, 갓의 함량은 34.40% 및 7.96%, 자루의

함량은 16.37% 및 5.32%로 갓에 그 함량이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35), 광질에 따라 각 성분의 함량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은 생육특성에 따라 갓과 자루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LED광 종류에 따른 새송이버섯의 부위별 색도 측정 결

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갓의 색은 크게 밝은 계통과

Table 3. Color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Treatment1)

Blue Red Green UV-A B*R B*G R*G B*R*G*U Control

L*
pileus 38.81±3.81f2) 57.35±3.20a 50.20±2.90c 41.60±4.72e 37.64±3.10f 35.72±4.15g 47.43±2.60d 38.47±3.80f 54.19±3.33b

stipe 88.07±1.11cd 90.62±1.83a 88.43±1.27ab 90.33±1.10c 86.49±1.94f 86.96±2.75ef 89.57±1.17b 87.50±1.37de 89.97±1.40ab

a*
pileus 4.59±0.54

c
5.84±0.59

a
5.90±0.56

a
5.03±0.43

b
4.73±0.48

c
4.54±0.50

c
5.68±0.55

a
4.74±0.50

c
5.79±0.68

a

stipe 0.57±0.17
b

0.06±0.24
cd

0.53±0.23
cd

0.07±0.18
b

0.85±0.31
a

0.79±0.42
a

0.19±0.18
c

0.51±0.32
b

0.01±0.14
d

b*
pileus 11.69±1.33

e
17.53±1.07

a
16.35±1.31

b
12.97±1.07

d
11.36±0.82

e
10.47±1.32

f
14.65±1.15

c
11.62±1.27

e
16.48±1.07

b

stipe 12.75±1.10
b

9.87±1.72
f

14.39±1.04
d

10.97±0.86
a

11.57±1.17
c

12.47±1.26
b

10.56±0.73
de

12.98±1.21
b

10.25±0.95
ef

1)
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2)
Means±SD(n=10)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어두운 계통으로 구분되었는데, 앞서 비교적 건전한 생장

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적색광, 녹색광 및 적·녹 혼합광의

갓은 대조구와 유사한 정도의 밝은 색을 나타냈으나, 나머

지 구는 어두운 계통의 갓으로 진한 표고버섯 수준의 색을

띄었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적색광에서 가장 높았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밝은 계통의 갓을 가진 구는 자루도 밝은 경향이었으며,

자루의 색도 측정 결과도 갓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외관적 상품가치 중 하나인 백색도는 자루의 L*값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이는 버섯의 갈변도와 직결되므로 신

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들깨를 청색광과 적색광으로 재배하여 잎의 뒷면을 측

정한 결과 청색광에서보다 적색광에서 자색의 정도가 진하

다고 보고하였는데(36), 본 실험에서도 새송이버섯의 갓을

비교한 결과 적색광 및 적색광을 포함한 구에서 a*값이

높게 나타났고, 청색광 및 청색광을 포함한 구에서 b*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루보다는 갓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원이 갓의

바로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갓이 자람에 따라 자루의

일부분에는 LED광이 비교적덜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속에 속하는 느타리버섯을 다른 파장

의 LED광 조건 하에서 재배한 연구(20)에서도 적색광에서

L*값의 증가가 나타났고, 청색광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

타나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로써 LED광이 나타내

는 색에 따라 새송이버섯의 색도가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비자의 기호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바, L*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적색광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경 도

LED광 종류를 달리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도

(hardnes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다.

갓의 경도가 높은 시료에서 자루의 경도도 높은 경향이었으

며, 모든 구에서 갓의 경도 측정값이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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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 통계처리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조구와 유사한 조직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루에 대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한

결과, 적색광, 녹색광, 적·녹 혼합광 및 UV-A 조건 하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도 측정값이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낮게 나타난것으로 보아 새송이버섯의 길이가 경도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버섯의

물성은 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배지

의 조성이 본 연구의 최적의 LED광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

어낸다면 보다 뛰어난 고품질의 새송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 Hardness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

Treatment1)

Blue Red Green UV-A B*R B*G R*G B*R*G*U Control

Hardness
pileus 13.36±1.71ab 11.23±1.03b 13.00±1.65ab 12.22±1.49ab 14.01±2.36ab 13.36±1.99ab 12.56±3.22ab 14.21±1.78a 10.67±0.50b

stipe 22.11±0.50ab 14.90±1.37d 16.25±0.50d 17.57±1.62cd 21.50±1.96ab 19.38±0.40bc 17.58±1.59cd 23.38±0.50a 19.97±0.47bc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2)Means±SD(n=10)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관능평가

현대인들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식품의 관능적 요소에

의미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맛과 영양은 물론색, 향, 모양,

식감 등 식품에 보다더많은 것을 요구한다. LED광을 달리

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향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수상으로는 외관, 색 및 전반적 기호도 항목에

서 적색광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녹색광 및 적·녹혼합광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

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유의적인 선두그룹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판단 기준에는 갓의

색도, 자루의 길이 및 두께가 그 중심에 있으며, 기호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갓의

색이 연하고 자루가 건전한 생장을했다고 여겨질 때, 외관,

색 및 전반적 기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Pleurotus eryngii cultivated with different wavelength of LED lights

Treatment
1)

Blue Red Green UV-A B*R B*G R*G B*R*G*U Control

Appearance 2.60±1.12
b2)

4.00±1.13
a

3.93±1.22
a

2.80±1.26
b

3.00±1.2
b

2.60±0.99
b

3.53±1.25
ab

2.80±1.32
b

4.13±0.92
a

Color 3.07±0.7
de

4.47±0.64
a

3.87±0.99
abc

3.07±1.1
de

3.33±0.82
bcd

3.20±0.68
cde

3.80±1.26
abcd

2.53±0.99
e

4.00±1.13
ab

Aroma 3.73±1.16a 2.87±1.36a 3.27±0.8a 3.67±1.11a 3.53±1.3a 3.20±0.68a 3.20±0.77a 3.27±1.22a 3.47±1.13a

Overall
acceptability 3.00±0.88

bc
4.14±0.86

a
3.86±0.86

ab
3.07±0.92

bc
3.07±1

bc
2.79±0.89

c
3.64±1.15

ab
2.64±0.74

c
4.07±1.14

a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2)Means±SD(n=15)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외관이 대조구와 흡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처리 결

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적색광

처리구가 선호경향이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녹색

광 및 적·녹 혼합광이 그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즐겨 먹었던새송이버섯에익숙해져 있기 때문

에, 갓의 색이 진하다거나 자루가 짧아서 비교적 비정상적

으로 보이는 버섯(UV-A 및 청색광을 포함한 구)에는 거부

감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새송이 버섯 재배에 효과적인 LED 광질을 구명하기 위

하여, 청색광(450 nm), 적색광(650 nm), 녹색광(525 nm),

UV-A(365 nm) 및 혼합광(청*적, 청*녹, 적*녹, 청*적*녹

*UV-A)의 LED광을 이용하여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대조구의 광원으로는 관행재배에 이

용되고 있는 형광등을 사용하였다. LED의 파장이 길어질

수록 총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었으며, 중량 또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소, 단백질 및무기질의 함량

은 높고, 조지방의 함량은 매우 낮았으며, LED광을 이용하

여 재배한 모든 구에서 조섬유 함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경도를 측정한 결과, 갓은 전반적으로 대조구와 유사한 조

직감을 나타내었고, 자루는 적색광, 녹색광, 적·녹 혼합광

및 UV-A의 조건 하에서 재배한 새송이버섯이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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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색광, 녹색광 및 적·녹 혼합

광 처리구의 갓이 밝은 계통의 색으로 대조구의 갓 색과

유사하였고, 자루의 길이 역시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장하였다. 밝은 계통의 갓을 가진 구는 자루도밝은 경향

이었으며, 자루의 색도 측정 결과도 갓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관능평가 결과 외관이 대조구와 흡사할수록 높

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중 적색광 처리구가 선호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V-A 및 청색광을포함

한 나머지 처리구는 어두운계통의 갓으로표고버섯 수준의

색을 띄었으며, 신장이 억제되어 짧은 자루를 가진 새송이

버섯이 재배되었다. 또한, 이상의 결과로 광질은 새송이버

섯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송이

버섯 재배에 LED 기술을 접목시킬때에는 적색광을 이용하

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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