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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버섯 봉지재배시 영양원으로서 맥주박 효과

이재홍* ·이남길 ·문윤기 ·정태성 ·권순배 ·박영학 ·김인종

강원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Effect of brewers dried grain as a nutrient supplement in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
(Grifola frondosa S. F. Gray)

Jae-Hong Lee*, Nam-Gil Lee, Youn-Gi Mun, Tae-Sung Jeong, Sun-Bae Kwon,
Young-Hak Park, and In-Jong Kim

Agricultural Environment Research Section, Gangwon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Chuncheon, 24226,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most appropriate mixed ratio of brewers dried grain to wheat bran as a
nutrient supplement in the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In the examination of an appropriate nutrient source,
the IV substrate formulation (80 : 10 : 10, oak sawdust : wheat bran : brewers dried grain) resulted in 71.6 days to harvest and
the highest yield of 142.6 g/bag.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on of the optimal mixing ratio of beer waste to wheat bran
showed that the III substrate formulation (80 : 5 : 15, oak sawdust : wheat bran : brewers dried grain) resulted in the least days
to harvest (61.8 days), with the highest yield of 140.8 g/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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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민주름버섯목(Aphyllophorales),

구멍장이버섯과(Polyporaceae)에 속하는 백색의 목재부후

균으로 가을에 물참나무와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의 고사

목 그루터기에 사물기생하여 다발로 발생하며,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Shen

and Royse, 2002). 자실체는 한 개의 줄기에서 몇 개의 가

지를 이루고 그 선단에 수십개의 갓이 부착되어 전체가

솔방울과 같은 다발을 형성하는데 버섯발생이 까다롭고

자실체의 줄기와 갓이 발달하면서 점차 빛과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잎새버섯은 맛과 향이 좋으며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혈

압강하, 이뇨작용, 비만치료, 강장작용, 항빈혈작용 등에

효능이 매우 탁월하다고 알려져 한약재료로 이용되고 왔

고(Ying et al, 1987), 최근에는 인체의 면역세포를 조절

하여 면역력을 증가시켜 암을 억제하며(Wu et al., 2006,

Kodama et al, 2005), AIDS 원인균인 HIV에 대한 억제

작용(Nanba et al, 2000), 혈당강하 작용(Park et al,

2007, Talpur et al, 2002), 혈압강하 작용(Choi et al,

2001), 항산화 작용(Mau et al, 2002)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잎새버섯은 1981년에 일본에서 325톤이 상업적으로 생

산된 이후, 그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 1,500

톤, 1991년에 8,000톤, 1993년에 10,000톤을 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00톤 이상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Shen and Royse, 2001), 일본에서는 팽이, 표고, 만가닥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가 높은 버섯이나 국내에서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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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배기술 개발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병재배보다

는 봉지재배가 비교적 용이하며 봉지재배 기술에 대해서

는 적정 광조건 구명(Chi et al, 2008), 배지조성 연구

(Kim et al, 2008) 및 이산화탄소 농도 구명(Chi et al,

2009)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잎새버섯 영양원으로

는 미강과 옥수수피를 혼합하여 이용할 경우 우수하였다

고 하였으나 농가에서는 발이가 균일하지 못하는 등의 이

유로 주로 밀기울이 이용되고 있다. 밀기울은 전량 수입

되고 있어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높아 대체 영양원

의 선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 시험에서는 국내에서 구하

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맥주박을 잎새버섯 봉지재배배지

에 첨가하여 재배 시 수량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종균 및 접종원
본 시험에 사용된 잎새버섯 균주는 2014년도 강원도농

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태미 품종으로 PDA(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서 증식시켜 톱밥종균용 접종원으로 사용하

였다. 톱밥종균의 조성은 부피비로서 참나무톱밥 85%와

미강 15%를 혼합 후 수분을 62% 내외로 조정하였다. 살

균은 121
o
C에서 90분간 실시하였고, 접종원을 첨가한 뒤

에 온도 22
o
C, 습도 70%의 배양실에서 30일 정도 배양하

여 톱밥종균으로 사용하였다.

배지재료 성분 분석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영양원으로서 밀기울, 건비지와 맥주 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맥주박을 구입, 건조하여 농촌진흥청 토양분석기

준에 따라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배지제조 및 접종
영양원 선발 :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영양원을 선

발하기 위하여 영양원으로 밀기울, 건비지, 맥주박을

Table 1과 같이 부피비로 혼합하여 6처리를 두고 수분함

량을 62±1%로 조절하였으며, 수분조절된 배지는 내열성

P.P봉지에 1 kg씩 충진한 후 가볍게 다져서 입봉하였고,

고압살균기를 이용하여 121
o
C에서 90분간 멸균을 실시하

였다. 멸균된 배지는 20
o
C 이하로 냉각 후 톱밥종균을 봉

지당 10 g씩 무균적으로 접종하였다. 

맥주박과 밀기울 적정 혼합비율 구명 : 잎새버섯 봉지

재배 시 영양원으로서 맥주박과 밀기울의 적정 혼합비율

을 구명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처리한 후 위와 같이

배지조제 및 종균 접종을 하였다. 

배양 및 생육관리
잎새버섯 종균접종이 완료된 배지는 배양실로 옮겨 온

도 22
o
C, 습도 70%, CO2 농도 3,000 ppm 이하로 유지하

면서 배양하였다. 배지 표면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배양이

완료되어 균사밀도가 치밀한 배지는 생육실로 옮기고, 3

일 후 봉지 어깨부위를 ㄷ자 모양으로 절개하여 원기형성

을 유도하였다. 생육실은 온도 17±1
o
C, 습도 95%, CO2

농도 900 ppm 이하로 유지하였고, 버섯이 발생하여 약 2

주 정도 경과하면 버섯은 다발로 자라 짙은 회갈색을 띠

며 갓의 전개가 전체적으로 고루 이루어졌을 때 수확하여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배양·생육특성 조사 및 통계분석
잎새버섯의 균사배양 및 생육특성은 농촌진흥청 표준조

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통계처리는

Duncan's-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평균값들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지재료 성분 분석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밀기울, 건비지 및 맥주박을 성분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pH는 밀기울이 6.5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건비지로 5.98이었으며, 맥주박이 5.62로 가장 낮았다. 전

질소 함량은 건비지가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밀기울로서 2.29%를 나타냈으며, 맥주박이 2.06%로 가장

Table 1. Substrates formulations for selection of nutrient
supplements in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V/V,
%)

Treatment Oak sawdust Wheat bran
 Soybean 

curd residue 
dried

brewers 
dried grain

Mix I 80 5 15
Mix II 80 10 10
Mix III 80 5 5 10
Mix IV 80 10 10
Mix V 80 10 5 5
Mix VI 85 15

Table 2. Substrates formulations with brewers dried grain
and wheat bran as nutrient supplements in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V/V, %)

Treatment Oak sawdust Wheat bran brewers dried 
grain

Mix I 85 15
Mix II 80 10 10
Mix III 80 5 15
Mix IV 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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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C/N율에 있어서는 밀기울이 18.1로서 가장 높았

고, 건비지와 맥주박은 각각 13.0, 12.8로 비슷하게 나타

났다. 칼슘과 칼륨은 건비지가 높게 나타났고 마그네슘과

인은 밀기울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원 선발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혼합배지의 영양원으로서

밀기울, 건비지 및 맥주박의 혼합배지 처리별 배지성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pH는 배지 Mix I~Mix IV가

4.7 정도로 비슷하였으며 배지 Mix V와 Mix VI이 4.9

정도로 다른 배지에 비해 조금 높았다. C/N율은 배지

Mix VI이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지 Mix II, Mix

III 순이었다. 칼슘 함량은 0.46~0.50으로 혼합배지 처리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은 배지

Mix V가 가장 높았으며, 인은 배지 Mix VI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혼합배지 처리별 생육 및

수량성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확소요일수는 배지

Mix II가 61.3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배지 Mix I, Mix III, Mix V 순이었다. 봉지 당 수량은

배지 Mix IV가 142.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이 배지 Mix V, Mix II, Mix III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량에 있어서는 맥주박과 밀기울을 혼합하여 영양원으로

할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재배의 경우는 수

확소요일수가 적은 것이 재배기간 단축에 의한 소득향상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배지 II는 병재배용 배지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Kim et al(2008)은 잎새버섯 수

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pH의 영향이 크고 다소

낮은 pH에서 수량성이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밀기울 8%와 건비지 12%를

영양원으로 혼합하여 재배할 경우 양호한 수량성을 나타

내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는 건비지 첨가 시 수확소

요일수는 빨라졌지만 수량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nutrient supplements used in the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

 Nutrient supplements pH
(5:1)

Total
N(%)

Total
C(%) C/N CaO

(%)
K2O
(%)

MgO
(%)

P2O5

(%)
Wheat bran 6.56 2.29 41.46 18.1 0.12 1.09 0.45 1.79

Soybean curd residue dried 5.98 3.33 43.31 13.0 0.76 1.53 0.25 0.90
brewers dried grain 5.62 2.06 26.36 12.8 0.39 0.08 0.20 1.37

Table 4. Chemical properties depending on substrates formulations for selection of nutrient supplements in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

Treatment pH
(5:1)

Total
N(%)

Total
C(%) C/N CaO

(%)
K2O
(%)

MgO
(%)

P2O5

(%)
Mix I 4.74 1.16 47.42 40.9 0.46 0.15 0.07 1.25
Mix II 4.73 0.95 47.47 50.0 0.48 0.12 0.06 0.46
Mix III 4.79 0.98 47.11 48.1 0.47 0.26 0.09 0.63
Mix IV 4.77 1.09 47.16 43.3 0.46 0.25 0.13 0.73
Mix V 4.98 1.08 46.73 43.3 0.50 0.40 0.15 0.77
Mix VI 4.93 0.84 47.14 56.1 0.48 0.32 0.13 1.35

Table 5. Yield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substrates formulations with brewers dried grain and wheat bran as
nutrient supplements in plastic vinyl bag cultivation of maitake(V/V, %)

Treatment Spawn run 
time(days)

Days to har-
vest

Size of fruitbody cluster(mm) Yielda

(g/1kg bag)
Chromaticity of pileus

Long dia. Short dia. Height L* a* b*

Mix I 26 62.6 106.9 49.2 80.9 107.2c 27.6 3.3 4.2 
Mix II 26 61.3 102.8 61.5 82.8 122.8b 24.4 3.2 3.7 
Mix III 26 64.8 119.6 48.5 78.1  116.5bc 27.5 3.1 3.7 
Mix IV 26 71.5 123.5 44.7 80.7 142.6a 29.1 2.8 3.1 
Mix V 30 64.9 120.2 52.1 81.8 123.6b 27.1 3.1 3.6 
Mix VI 26 72.0 120.5 45.9 73.2 102.6c 27.4 2.7 3.0 

 a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MRT at 5% level



37 이재홍 ·이남길 ·문윤기 ·정태성 ·권순배 ·박영학 ·김인종

맥주박과 밀기울 적정 혼합비율 구명
잎새버섯 봉지재배 시 영양원으로서 맥주박과 밀기울의

적정한 혼합비율을 구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맥

주박과 밀기울을 조합한 혼합배지별 배지성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맥주박 첨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pH는 낮

아지고, T-N과 T-C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C/N

율과 칼슘, 칼륨, 마그네슘 함량은 맥주박 첨가율이 높아

짐에 따라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맥주박과 밀기울을 조합한 혼합배지별 생육 및 수량 조

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수확소요일수는 맥주박 첨가율

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량

은 맥주박 첨가율이 15% 될 때까지 증가함에 따라 동일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맥주박 첨가율 20%

처리에서는 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다소 감소하였

다. 갓의 색도나 품질에 있어서는 처리구간 큰 차이가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맥주박 15%와 밀기울 5%를 영양원

으로 하는 배지 Mix III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잎새버섯

봉지재배시 이 혼합율을 응용한다면 발이불량 및 수량성

저하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 요

잎새버섯 봉지재배에 적합한 영양원을 구명하기 위하여

밀기울, 건비지 및 맥주박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생육 및

수량특성을 조사한 결과, 수확소요일수는 혼합배지 Mix

II가 61.3일로 가장 적었으며, 수량에서는 혼합배지 Mix

IV가 142.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밀기울과 맥주박의

적정 혼합율을 구명하기 위한 시험 결과, 맥주박 첨가율

이 높아질수록 수확소요일수가 줄어들었으며, 수량은 맥

주박 15%와 밀기울 5% 혼합율 처리에서 140.8 g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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