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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부산물과 표고 수확후 배지를 활용한 퇴비 제조방법

김의영 · 국승우 · 육화정 · 윤민호 ·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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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t Production using Vegetable Waste and Spent Oak 
Mushroom Substrate (SMS)

Eui-Yeong Kim, Seung-Woo Kook, Hwa Jung Yuk, Min Ho Yoon, and Sung-Chul Kim*

Department of Biological Chemist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ABSTRACT: Spent mushroom substrate (SMS) has generally been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nimal feed and production of bio
fuel. Limite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utilization of SMS as a co-material for composting.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composting vegetable waste mixed with various ratios of SMS (30, 40, and 5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N ratio decreased when both sawdust (from 22.0~28.8 to 17.7~20.4) and SMS (from 18.5~19.5
to 12.7~16.8) were applied for composing, owing to increased contents of nitrogen. A maturity test conducted using mechanical
(Solvita) and germination tests revealed that both sawdust (92.0~101.9%) and SMS (87.8~89.2%) satisfied a criteria of maturity
standard (70%).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mpost maturity and its chemical properties revealed that the C/N ratio and pH
were the most dominant parameters for compost maturity. Overall, SMS could be utilized as a compost material and especially,
vegetable waste mixed with SMS could provide sufficient nutrients for cro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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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0년대 이후 국내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식품소비량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급증하여 2013년

기준 매일 12,663 톤이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청과, 수산, 축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과정에서 발생

되는 부산물과, 조리 과정 및 식사 후에 남은 음식물로 나

뉘며 유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57%에 이른

다 (MOE, 2010).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은 식재료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국내의 경우 채소성분의 조성 비율이 높으

며 (Choi and Wan. 1994), 농수산물 시장에서 매일 약

370 톤의 채소 부산물이 발생되고 있다 (MOE, 2010). 현

재 이러한 채소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서 다른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사료, 퇴비화 되고 있

으나 자원화 방법이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체계화되지

않고 민간업체마다 각기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채소류

폐기물의 자원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화는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

화하는 과정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에 이용되어온

방법이다 (Epstein, 1996). 채소류 폐기물의 퇴비화 연구

를 통해 음식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류 폐기물의

퇴비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화 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채소류 폐기물

은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80~85%로 매우 높은 것이 특

징으로 수분조절 및 탄소원 공급 등을 위해 부자재를 혼

합하여 퇴비화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자재로 주로 이용

되는 톱밥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대체 할 코코피

트, 왕겨 등의 부자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rk, 2003, Huh and Han, 1999).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주 배지원료인 볏짚, 참나무, 미송톱밥, 콘코브 등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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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소함량이 높고 (Cheong et al., 2010, Kim et al.,

2014) 미강, 비트펄프, 면실박, 건비지 등에 함유된 무기,

유기태 양분이 버섯 재배 후에도 약 80% 이상 남아있어

유기질 퇴비의 원료로서 가치가 높다 (Williams et al.,

2001). 또한 버섯 수확 후 배지는 중금속, 잔류농약을 거

의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제조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

능하다 (Kim et al., 2007). 선행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활

용 연구는 가축 사료 (Bae et al., 2006, Kim et al.,

2010), 원예, 수도용 상토 (Lee et al., 2009, Oh et al.,

2015), 바이오 연료화 (Kamei et al., 2014)가 있었으며,

Zhang and Sun(2014)의 버섯 수확후 배지와 낙엽 등을

이용한 퇴비화 연구에서 버섯 수확후 배지 혼합 퇴비화

시 반응온도가 50~60
o

C에서 오래 유지되어 유기물 분해

가 가속화 되었다고 하였다. 국내 버섯 생산량은 2014년

기준 18만 6천 톤으로 2000년에 10만 톤을 넘은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버섯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

라 버섯을 생산하고 남은 버섯 수확 후 배지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퇴비화 부자재

활용은 폐자원의 재활용이며 퇴비 부자재 재활용으로 인

한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 생산 시 가

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퇴비의 부숙도 평가이다. 미부숙

된 퇴비를 경작지에 시용 시 토양의 온도상승과 더불어

가스발생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저해가 발생한다 (Chang

et al., 2008).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2015년 전국의 음식

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총 32점의 퇴비의 부숙도

를 평가한 결과, 약 47%의 음식물 활용 퇴비가 부숙기준

을 미달하여 부숙기준을 미달하여 퇴비 부숙의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1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현재 퇴비화에 대한 재활용율이 낮은 채소부산

물과 버섯 수확 후 배지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된 퇴비의 품질을 분석하여 고

품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퇴비화 원료 및 장치
버섯 수확후 배지는 2016년 7월 대전 소재의 표고버섯

농가에서 수거하였으며 퇴비화에 이용된 채소 폐기물은

대전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채소 부산물을 이용

하였다. 퇴비화 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구로 이용된

계분은 가평소재 양계농가에서 수거하였다. 버섯 수확후

배지와 함께 부자재로 이용된 참나무 톱밥은 상품으로 구

매하여 사용하였다. 퇴비화에 이용된 반응기(W36 × L61

× H30 cm)는 내부 용적 약 61L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하

였으며 내부 바닥에 공기 주입기(MA-200, wave point,

USA)를 설치하여 퇴비더미에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

도록 하였다. 또한 온도센서(EM50, Decagon devices,

USA)를 퇴비 하단에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퇴비화 방법
퇴비화 시험을 위해 채소 부산물과 부자재를 각각 7 : 3,

6 : 4, 5 : 5 (w/w)로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채소부산물과

톱밥을 비율별로 혼합한 처리구(FS)와 부자재로 버섯 수

확 후 배지를 혼합한 처리구(FM)를 퇴비화 하였고 퇴비

화 과정을 비교할 대조구(CS)로 계분과 톱밥을 7 : 3으로

혼합하여 퇴비화 하였다. 퇴비원료의 혼합비는 퇴비화의

적정 수분함량 50~60%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Bernal

et al., 2009), Table 1에 나타내었다. 

퇴비화 시험은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30일 간 진

행하였으며, 시험 시작 후 5일 간격으로 교반하였다. 시료

채취는 플라스틱 샘플백에 약 200 g의 시료를 채취하여

40
o

C 오븐에서 건조 후 성분을 분석하였다.

퇴비 분석방법
퇴비 시료의 분석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비료의 품

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Table 1. Mixing ratio of composting mixture

Mixing ratio(%, w/w)
Chicken 
manure

Food 
waste Sawdust Spent Mushroom

Substrates
FS-3 - 70 30 -
FS-4 - 60 40 -
FS-5 - 50 50 -
FM-3 - 70 - 30
FM-4 - 60 - 40
FM-5 - 50 - 50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Composting substrates 

 water contents
(%) pH EC

(dS m-1)
Organic matter

(%)
Total Carbon

(%)
Total Nitrogen

(%) C/N ratio

Chicken Manure 57.3 8.10 39.2 60.3 26.9 2.90 9.2
Food waste 79.5 4.26 47.4 67.9 37.1 2.23 16.9

Sawdust 29.8 4.83 2.3 74.1 45.8 0.94 48.7
Spent Mushroom

Substrate 44.4 4.90 37.4 66.7 39.9 2.2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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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105
o

C에서 5시간 건조하여 감량을 측정하였고

pH와 전기전도도(EC)는 시료와 증류수를 각각 1 : 10

(w/v)으로 혼합하여 1시간 교반 후 pH meter(MP 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와 EC meter(S230,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유기물 측정은 회화법

을 이용하였으며 600
o

C에서 약 2시간 가열한 후 강열함

량을 계산하였다. 퇴비의 총 탄소와 질소함량은 자동원소

분석기(EA1112,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이용

해 분석하였다. 

부숙도 평가
시험 종료 후 제조된 퇴비의 부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계적부숙도 측정법(Solvita)과 종자발아시험을 이용하였

다. Solvita 측정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험방법을 바탕

으로 측정용기에 표시된 부분까지 퇴비를 약 50g 채우고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반응 패드를 꽃아 25
o

C에서 4시

간 방치 후 색깔변화를 표준차트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종자발아시험은 시료 1g에 증류수 50ml을 가하여 80
o

C에

서 2시간 열수 침탕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여과한 후 무

종자(Raphanus sativus L.) 30립을 넣은 90mm 페트리디

시(petri dish)에 가하여 상온에서 5일간 배양하여 발아율

과 뿌리길이를 조사하였다. 대조구는 추출용액 대신 증류

수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배양한 무 종자의 발아를 이용하

였다. 종자발아지수(Germination Index, GI)는 발아율

(Germination rate, GR)과 뿌리길이(Root extension, RE)

을 이용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Lee et al. 2015). 

GI = (GR × RE)

GR = (발아율 / 대조구 발아율) × 100

RE = (뿌리길이 / 대조구 뿌리길이) × 100

상관관계 분석
퇴비의 부숙도와 이화학적 특성과의 유의적인 상관관계

(p<0.05)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여 이변량

상관관계(Bivariate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퇴비화 과정 중 화학성 변화
퇴비화 시험과정의 버섯 수확 후 배지와 채소 부산물

혼합 처리구의 온도 및 pH변화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퇴비화는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initial composting mixture(day=0)

 water contents
(%) pH EC

(dS m-1)
Organic matter

(%)
Total Carbon

(%)
Total Nitrogen

(%) C/N ratio

CS 43.0 8.10 39.2 60.3 38.8 2.37 16.4
FS-3 62.7 4.74 17.5 70.7 39.2 1.79 22.0
FS-4 61.9 4.69 15.8 71.7 39.6 1.42 27.9
FS-5 59.1 4.60 12.0 72.3 40.2 1.40 28.8
FM-3 66.1 4.51 47.0 66.0 35.2 1.76 20.0
FM-4 68.2 5.65 38.3 68.5 35.9 1.94 18.5
FM-5 69.3 6.05 30.6 69.8 37.8 1.99 19.0

Fig. 1. Temperature profile during composting (A-Saw dust treat, B-Spent Mushroom Substrates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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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측정을 통해 퇴비화 진행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MacGregor et al., 1981). 퇴비화 중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계분 처리구(C-1)에서 빠른 온도상승을 나타내어

퇴비화 시험 약 2일째에 최고온도 68.5
o

C를 나타내었으

며 채소 부산물 처리구에서는 약 5일째에 최고온도

60~64
o

C까지 상승한 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약 16일째

이후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채

소 부산물과 버섯 수확 후 배지 혼합 처리구(FM)의 온

도변화는 톱밥 처리구(FS)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시험에 이용된 버섯 수확 후 배지

에 톱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처리구

모두 채소 부산물과 부자재 7:3 혼합 처리구에서 가장

큰 온도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시험 약 4~10일째에 퇴비

화의 최적온도로 알려진 55~65
o

C 사이를 유지하였다

(Choi et al., 2012). 

퇴비화 시험 전 CS과 FS, FM의 초기에서 pH는 각각

8.10, 4.60~4.96, 4.51~6.05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구의 pH

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퇴비화 과정 중 안정화 되어 최

종퇴비에서 CS과 FS, FM의 pH는 각각 8.16, 6.95~7.31,

7.62~8.09를 나타내어 일반적인 퇴비의 pH 범위인 7~8

이내로 조사되었다 (Joo et al., 2007). 버섯 수확 후 배지

처리구에서 톱밥 처리구보다 높은 최종 pH를 나타낸 것

은 원료에 혼합된 건비지, 미강 등으로 인해 질소원이 비

교적 풍부하여 퇴비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며 더 많

은 암모니아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aid-

pullicino et al., 2007). 

유기물 함량 및 C/N비 변화
퇴비화 초기 유기물 함량은 CS에서 60.3%, FS과 FM에

서 각각 70.7~72.3, 67.7~71.6%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비

화 과정 중 유기물의 분해로 감소하여 최종퇴비의 CS에

서 56.8%, FS, FM에서 각각 65.7~71.9, 61.0~64.7%로

나타났다. 퇴비화 종료 후 모든 처리구에서 비료공정규격

(RDA, 2013)의 유기물 함량 기준 30%를 충족하였으며,

유기물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은 톱밥과 버섯 수확 후 배

지에 분해가 어려운 리그닌, 셀룰로오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퇴비화 시험 중 유기물 함량변

화는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pH profile during composting (A-Saw dust treat, B-Spent Mushroom Substrates treat)

Fig. 3. Organic matter profile during composting (A-Saw dust treat, B-Spent Mushroom Substrates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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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조건 중 C/N비는 미생물 활성에 중요한 인자이

다. 미생물 생육에 적합한 C/N비는 25~35이며 이보다 낮

을 경우,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휘발되며 50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을 경우 질소기아가 발생해 미생물의 활동이

제한된다.

본 시험에서 C/N비는 초기 CS에서 16.4, FS, FM에서

각각 22.0~28.8, 18.5~19.5로 나타났으며 퇴비화 후 모든

처리구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퇴비화 후

질소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퇴비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의 재합성 및 미생물의 고정으로 인해 질소함량은 증

가하며 (Ryu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 퇴비화 전 질소함량은 CS에서 2.37%, FS, FM에서

각각 1.39~1.79, 1.94~2.07% 였으나 퇴비화 후 모든 처리

구에서 증가하여 CS에서 2.56%, FS, FM에서 각각

1.59~1.93, 2.22~2.34%로 나타났다. 최종 퇴비의 경우 채

소부산물에 기존의 톱밥보다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혼합하

여 처리한 퇴비에서 질소함량이 높게 조사되어 비료적 가

치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의 부숙도
30일의 퇴비화 시험 종료 후 부숙도 평가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Solvita 부숙도 평가는 퇴비의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가

스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부숙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측정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비료공정규격 기준 4 이상을 충족

하였다. 부숙도 지수는 CS < FM < FS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FS 처리구보다 CS, FM에서 수분함량이 높아 퇴

비 더미 내부의 통기성 감소로 암모니아 가스가 더 느리

게 휘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종자발아지수 조사 결

과 CS에서 92.8, FS과 FM에서 각각 92.0~101.9,

87.8~89.2로 조사되었으며 비료공정규격의 부숙도 기준

발아지수 70이상을 충족하였다.

퇴비화 과정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와 퇴비 품질의 상관
관계

본 연구에서는 퇴비화 과정에서 조사된 이화학적 특성

의 최종퇴비의 부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퇴비

화 과정의 간접적 지표인 평균온도, 퇴비화 초기 수분함

량과 C/N비, 퇴비화 과정 중 유기물의 감소량, 최종퇴비

의 pH, EC를 이용하였고, 부숙도 지수는 비료공정규격

상의 부숙도 측정방법 중 주로 이용되는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Solvita)과 종자발아시험을 통해 산출하였다

(Table 6).

상관관계 분석결과 Solvita 부숙도 지수의 경우 퇴비화

초기 C/N 비와 최종퇴비의 pH, EC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5). C/N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pearson 상관계수 0.7 이상) pH와 EC의 경우 강

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최적 퇴비화 조건 범위내

에서 초기 C/N비는 증가할수록, 최종 pH, EC는 감소할수

록 Solvita 부숙도 지수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자

발아시험을 통한 종자발아지수(GI)의 경우, 평균온도, 초

기 수분함량, C/N비, 최종 퇴비의 pH, 유기물 감소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EC를 제외한 모든 이화학적

특성들과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평균온도, C/N비, 유기

물감소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초기 수분

함량, 최종 pH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퇴비화 중 평균온도, 유기물 감소량이 상승하고, 초기 퇴

비의 수분함량과 최종퇴비의 pH가 낮아질 때 부숙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 Chemical properties of final compost(day=30)

 water contents
(%) pH EC

(dS m-1)
Organic matter

(%)
Total Carbon

(%)
Total Nitrogen

(%) C/N ratio

CS 43.9 8.16 47.1 56.8 36.5 2.56 14.2
FS-3 66.5 7.31 15.2 70.1 39.5 1.93 17.7
FS-4 59.7 6.95 11.9 70.2 38.7 1.70 20.4
FS-5 55.5 7.17 7.7 72.0 39.7 1.59 22.7
FM-3 67.5 6.60 26.9 62.6 37.9 2.26 12.7
FM-4 63.5 8.09 26.4 64.4 37.7 2.34 16.8
FM-5 59.6 7.88 26.7 65.6 38.2 2.22 16.1

Table 5. Maturity Indices of final compost

Solvita Maturity Index Germination Index
CS 4 92.8

FS-3 6 99.4
FS-4 7 101.9
FS-5 7 97.2
FM-3 6 87.8
FM-4 5 92.2
FM-5 5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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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퇴비화 부자재로서의 활용성을 검

토하고자 채소 부산물과 버섯 수확 후 배지, 톱밥을 비율

별로 혼합하여 퇴비화 하였으며, 대조구로 계분과 톱밥을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퇴비화 과정 중 여러 이화학

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최종퇴비의 부숙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퇴비화 결과 온도변화는 온도 상승과정과 최고온

도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부자재인 톱밥과 유사한 온도

변화를 보였으며, 퇴비화 이전 pH는 모든 채소 부산물 처

리구에서 산성을 나타내었으나 시험 종료 후 일반적인 퇴

비의 pH 범위 7~8로 조사되었다. 퇴비화 과정 중 유기물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며 반면 질소함

량은 증가하였다. 초기 계분처리구(C-1), 채소 부산물 및

톱밥 처리구(F-1), 버섯 수확 후 배지 처리구(F-2)의 질소

함량은 2.37, 1.39~1.79, 1.94~2.07%로 조사되어 버섯 수

확 후 배지 혼합 처리구에서 톱밥 처리구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표고 버섯 수확 후 배지에 혼합된 미강으로 인

한 것이다. 최종 퇴비의 부숙도 결과 Solvita 부숙도 지수,

종자발아지수(GI)가 비료공정규격 상 기준을 모두 만족하

였다. 퇴비화 과정 중 이화학적 특성과 부숙도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Solvita 부숙도 지수는 퇴비화 초기

C/N비, 최종 퇴비의 pH 및 EC와 유의적인 상관관계

(p<0.05)를 보였으며 종자발아지수는 퇴비화 중 평균온도,

유기물 감소량, 초기 수분함량, C/N비, 최종 pH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버섯 수확 후 배지의 퇴비화 부자재 활

용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최종퇴비의 부숙도와 퇴비화 중

이화학적 특성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버섯 수

확 후 배지의 퇴비화 결과 최종퇴비에서 비료공정규격상

의 퇴비 조건을 만족하였으며 톱밥 혼합 퇴비보다 질소함

량이 더 높게 나타나 비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최종퇴비의 부숙도와 이화학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조

사 결과 Solvita 부숙도 측정법과 종자발아시험 결과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종자발아시험을 통한 종자

발아지수의 경우 EC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강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퇴비화 과정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부숙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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