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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적정한 종균과 배지를 가지고 표고를 톱밥재배하는 요점은, 표고균은 생장시키면서 오염균은 억제하도록 환

경, 특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톱밥표고 재배사내 온도와 습도 변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만과 중국 방

식의 재배사에서 이들을 측정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대만방식에서 재배사의 온-습도 변화는 5개 특징적 기간(겨울 균

사생장기, 봄 버섯발생기, 초여름 버섯발생기, 여름 버섯 비발생기, 가을 버섯발생기)로 구분되었다. 먼저 겨울 균사

생장기는 저온기로 겨울 12월~3월 초순으로 일평균 -1~8oC였고, 봄 버섯발생기는 온도상승기로 3월 중순~5월 하순

으로서 일평균온도는 8~21oC, 밤낮 온도차이는 15oC였다. 초여름 버섯발생기는 버섯발생에 적온기로 6월 초순~7월

초순이며 일평균온도가 17~25oC 였고. 여름 버섯비발생기는 고온다습기로 7월 중순~8월 중순으로 일평균온도 25~28oC

였다. 가을 버섯발생기는 온도하강기간인 8월 하순~10월 하순으로 일평균온도가 10~23oC, 밤낮 온도차이가 10~15oC

에 이르고, 일평균온도가 7oC 이상 하강하였다가 5oC 정도 상승하는 날이 5~7일 주기로 반복되었다. 한편 중국식 재

배사내 온-습도변화는 겨울동안 차광과 보온 그리고 가온으로 일평균온도를 -1.9~5.0oC를 유지하였고, 6월~10월에는

15~32oC를 유지하였다. 배지를 배열한 선반 0~150 cm 높이에서 온도 변이폭은 12-30oC, 습도 변이폭은 40~100% 였

다. 표고 톱밥 재배자들은 표고균에게는 유리하면서 오염균에게는 불리하도록, 즉 고온 과습하지 않도록 하루 중에

도 수시로 차광과 통풍, 보온 등으로 재배사내 온-습도를 조절하였다. 

Abstract: The key for cultivating Lentinula edodes in sawdust bags with an appropriate strain and medium is

to encourage the mushroom growth, while discouraging contaminating fungi by controlling environment,

especially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RH). To investigate the daily and seasonal fluctuation of

temperature and RH in two L. edodes cultivation sheds types, HOBO data loggers was se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a Taiwan type L. edodes cultivation shed, temperature and humidity changes were

divided into five characteristic periods: mycelium growing winter, mushroom fruiting spring, mushroom fruiting

early summer, mushroom nonfruiting summer and mushroom fruiting autumn. First, the mycelium growing

winter was December to early March with daily mean temperature of -1~8oC. Second, mushroom fruiting spring

was mid March to late May with daily mean temperature of 8~21oC and day-night temperature difference of

15oC. Third, the Mushroom fruiting early summer was early June to early July with 17 to 25oC. Fourth,

nonfruiting summer was mid July to mid August with daily mean temperature of 25~28oC. Lastly, mushroom

fruiting autumn was late August to October with daily mean temperature of 10~23oC and with cyclic

temperature change by 7oC decrease and 5 increase every 5 to 7 days. In a Chinese type shed, temperature

ranged -1.9~5.0oC during winter and 15~32oC during June to Octobe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changed 12~30oC and 40~100%, respectively, depending on 0~150 cm shelf heights of by positions in the shed.

In conclusion, to grow L. edodes but to discourage contaminating fungi, that is, not to be too high in

temperature and RH, the growers changed temperature and RH by adjusting shading, aeration and insulation in

the 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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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나무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표고는 항암 및 면역을 증

강시키는 렌티난(lentinana) (Luo, 2004)과 혈관의 콜레스

테롤을 낮추는 에리트아데닌(eritadenine)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식약용 버섯이다(Stamets, 2000). 이 버섯

은 임산물 중에서 소득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버섯으로

생산액은 2,400억원, 재배농가당 약 2,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박원철 등, 2008). 한편 2008년도 국내 표고 수요

량은 57,373톤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2009년도에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129 g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지만, 국내 표고생산은 2008년 약 40,514톤으로 자급

율이 70%에 지나지 않고, 16,859톤을 중국 등지에 수입하

는데 그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장철수와 김영단, 2009). 

한편 표고는 산주와 농산촌 주민들에게 2-5년의 단기간

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단기소득작물로써, 농산촌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정병현, 2003). 그러나 중국에서 톱밥으

로 재배된 생표고와 건표고가 다량으로 수입됨으로 해서

국내 표고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국내생산자의 소득이 감

소하였다. 더구나 국내 참나무 원목 재료의 구입난과 가

격상승으로 인하여 원목표고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정병현 등, 2003). 그러므로 인력이 덜 드

는 톱밥재배방법을 통하여 표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고 톱밥재배에서 온도와 습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면 고품질의 화고생산도 가능하며, 연중 버섯발생도 가능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름처럼 온도가 높고 습하며 밤

낮 온도차이가 적으면, 푸른곰팡이의 피해가 심하고, 버섯

원기가 형성되지 않고, 약간이라도 건조하면 버섯발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박원철 등 2008; 윤갑희, 2003).

실제 온습도 관리에서는 온도관리가 우선이다. 이것은 온

도가 30oC 이상이면 표고 균사생장이 크게 위축되는 동시

에, 상대습도는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이태수 등, 2000).

따라서 많은 성공적인 재배자들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

여 온도를 우선 낮추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차광이

며, 통풍이고 수막관수 또는 분무이다. 따라서 동절기에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온을 하며, 하절기에는 2중

차광과 분무를 하여 온도를 낮게 한다(농림부, 2006). 

표고 톱밥재배는 크게 대만방식과 중국방식이 있다. 대

만방식은 톱밥재배 봉지의 상부만 개봉한 후 지면에 세워

서 버섯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중국방식은 톱밥재배 봉지

를 모두 제거한 후 배지 전체에서 버섯을 발생시킨다. 일

본방식은 중국방식처럼 배지의 봉지를 모두 제거한 후 온

습도를 조절하는 공조시설에서 배양하는 것이다. 이 두 방

식은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에 대만방식에서 성공률이 크

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방식은 재배기간 동안 일손

이 많이 가고, 일본방식은 시설비용 투자가 커서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버섯재배의 3요소는 종균, 배지, 환경이다. 그리고 적정

한 균주와 배지를 선택한 경우에, 표고 톱밥재배기술의 요

점은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즉 표고는 생장시키면

서 오염균은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 특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표고재배 성공의 요체이다(Stamets, 2000).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적절한 균주와 배지를 선택한 농장

의 표고 톱밥재배사에서 장단기적인 온-습도의 동태를 이

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톱밥 표고 재배사

대만방식과 중국방식 톱밥재배사에서 온습도 변화를 조

사하였다. 대만방식은 충남 청양군의 정의용씨 재배사에

서, 중국방식은 강원도 고성군의 문중헌씨 재배사에서 조

사하였다(Table 1). 대만방식에서 품종은 중고온성인 921

호이고, 배지는 재배자가 자체 배양하는 것으로 무게는

1.3 kg, 수분이 약 60%이며, 배지내 고체 구성분은 참나무

톱밥 78%, 미강 15%, 석고 1%, 설탕 1%, 면실피 5%였

다. 이 배지는 상압에서 100oC에 8시간 살균되었다. 대만

식에서 균 배양이 완성된 표고 톱밥배지는 봉지에 넣은

상태로 상부만 개방하여 지면에 세워서 재배하고 표고는

지면 약 30 cm 발생시켰다(Figures 1, 2). 중국 방식에서

종균은 고온성으로 모양 1호이고, 배지는 중국에서 4달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wo shed types for cultivating Lentinula edodes. 

Cultivation type Chinese type Taiwan type

Cultivation position 6~8 story shelves Shed ground

Strain source China, Moyang 1-ho, fruting at 15~25oC Taiwan, 921, fruiting at 15~23oC

Bags Total open, 2 kg or 4 kg bags Top only open, 1.3 kg bags

Shed size (Width×Length×Height) 7m × 25 m × 4 m 3.2 m × 48-55 m × 4 m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hading net, double layers, insulation, boiler
Shading net, double layers, insulation, boiler, 
air cool conditioner

Place Oak mushroom cultivation shed, forest cut site Modified horticultural house, rice paddy soil

Location Seongcheon-ri, Gosung-gun, Kangwon-do Wangjin-ri, Cheongyang-gun, Chu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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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무게는 2 kg 또는 4 kg, 수

분이 60~65%, 고체성분은 톱밥이 79%, 밀기울이 20%, 석

고, 1%였다. 이 배지들은 상압에서 100oC에 약 8시간 살

균된 것이었다. 이 중국방식에서 표고톱밥 배지는 봉지를

벗긴 후, 5~6단 프레임의 30~150 cm 높이에 배열하여 표

고를 발생시켰다(Figures 3, 4). 

2. 온도 습도 측정

표고톱밥 재배사내의 주요한 환경요인인,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이슬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만방식 재배사 내부

에서는 25 cm에서, 중국방식 내부에서는 60 cm 높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는 공히 150 cm 높이에서 HOBO

H8(Onset Computer Corporation)데이터 로고를 설치하였

다. 그리고 실시간 온도 습도와 이슬점은 재배사내 높이

별로 휴대용 온습도측정기(testo 605-H1)로 측정하였다.

HOBO Pro H8(Onset Computer Corporation) 데이터 로

거에는 온도, 습도, 이슬점을 1시간단위로 하여 대만방식

재배사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국방

식 재배사에서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기록했

으며, Boxcar Prof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회수

하여 분석하였다. 일평균 온도와 습도는 오전 10시의 자

료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대만방식 톱밥 표고 재배사

1) 재배사의 위치별 온도-습도 변화

대만방식의 톱밥 지면배지는 높이가 25 cm로 버섯이 발

생하는 곳은 이 높이이므로, 이 지점에 대한 온습도관리

를 위주로 하였다(Figure 2). 표고균사를 봉지내에서 배양

하는 기간인 3월 중순경에 재배사내 0~150 cm 높이에서

온도는 21~24oC로 변이가 작았으나, 습도는 변이가 커서,

바닥에서는 50%, 10~25 cm 높이에서는 30%, 150 cm 높

이에서는 23%였다(Figure 5). 이슬점 온도는 바닥에서

9oC, 10~25 cm에서 3oC, 150 cm에서는 1oC였다. 즉 봉지

입구 면봉이 있는 25 cm 높이에서는 이슬이 잘 맺히지 않

도록 하여 오염균의 포자가 발아하고 생장하기에 불리하

도록 온도를 이슬점 이상으로 높이거나 상대습도를 75%

이하로 낮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Figure 1. Lentinula edodes spawn bags on the ground in

Taiwan type cultivation shed. 

Figure 2. Lentinula  edodes  fruiting at the bag top by Taiwan

type cultivation.

Figure 3. Lentinula edodes spawn bags on shelves in Chinese

type cultivation shed. 

Figure 4. Lentinula edodes fruiting on shelves by Chinese
typ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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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사 내-외부의 연중 온-습도 변화

(1) 일평균 온습도 변화

연중 일평균 온도변화는 표고 톱밥재배사의 외부에서

-12~27oC, 내부에서는 -1~27oC였다(Figure 6). 기간별 일

평균온도는, 12월부터 2월말경까지 외부 온도는 -12~2oC

로 영하인 날이 대부분이었으나 내부온도는 3~15oC였다.

2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는 재배사의 외부온도가 내부보

다 2~4oC 낮았고, 4월 중순까지도 최저온도가 영하인 날

이 있었다. 그 후 10월 중순까지는 내부와 외부 온도가 비

슷하여 10~26oC로 변동하였다(Figure 2). 

한편 연중 일평균 습도변화는, 외부는 37~100%, 내부

는 45~100%였다. 기간별 일평균 습도는 12월~5월 초순까

지는 외부가 60~100%였고, 내부는 50~90%였다. 그후 8

월 초순까지는 내외부 습도 모두 60~100% 범위였다. 8월

초부터 9월말까지는 외부는 80~95%인데 비하여 내부는

95~100%였다. 10월초부터는 다시 내외부 습도는 모두

75~95%로 비슷하였다.

(2) 표고 톱밥 재배사 내부의 온-습도 변화

2003년 12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표고 톱밥재배사

내부의 온도변화는 -4.3~36.1oC였고(Figure 7) 습도는

10~100%범위였다(Figure 8). 이 온습도 변화를 특징적으

로 나누어보면 크게 5 기간 즉 저온 겨울 균사배양기, 온

Figure 5.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dew point by
height in Lentinula edodes sawdust surface cultivation shed
in Cheongyang, Chungnam. 

Figure 6. Changes in daily mea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inside and outside of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at height of 25 cm (inside) and 100 cm (outside) during December in 2003 to October in 2004. 

Figure 7. Maximum, average and minimum temperature
changes at height of 25 cm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December in 2003 to October in 2004. 

Figure 8. Maximum, average and minimum relative humidity at
height of 25 cm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December in 2003 to October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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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승 봄철 버섯발생기, 적온 초여름 버섯발생기, 고온다

습 여름 버섯비발생기. 온도하강 가을 버섯발생기로 구분

되었다(Table 2).

저온 겨울 균사배양기는 12월~3월초로 일평균 -1~8oC,

일평균습도는 55~75%로 균사가 동결하거나 오염균이 자

랄 수 있는 과습 기간은 없었다. 온도상승 봄철 버섯발생

기는 3월중~5월말로서 일평균온도는 8~21oC, 일평균습도

는 50~85%였다. 이 기간동안 최저온도는 5~15oC이고 최

고온도는 25~30oC로 밤낮 온도차이가 15oC까지도 되며,

일평균 기온상승이 5oC 이상 되는 날이 5-7일 주기로 생

겼다. 적온 초여름 버섯발생기는 6월초부터 7월 초순까지

로 일평균온도가 17~25oC, 일평균습도가 85~95%였으며,

밤낮 온도차이는 6oC 미만이었고, 단기간의 일평균온도

온도차이는 2oC 정도였다. 

고온다습 여름 버섯비발생기는 7월 중순~8월 중순으로

일평균온도 25~28oC, 일평균습도가 90~100%, 밤낮온도

차이는 10oC 미만, 일평균온도의 단기간 차이는 3oC 정도

였다. 일최고온도는 30~33oC였다. 온도하강 가을 버섯발

생기는 8월말~10월로 일평균온도가 10~23oC, 일평균습도

는 75~95%, 최고온도는 25~30oC였다. 이 기간중에는 밤

낮 온도차이가 10~15oC에 이르고, 일 평균온도가 7oC 이

상 하강하였다가 5oC 정도 상승하는 날이 5~7일 주기로

반복되었다.

3) 계절별 일중 온·습도변화

(1) 동절기 일중 변화

2004년 12월 15일 0시~16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톱

밥시설재배사내 온도와 이슬점, 상대습도 변화를 보면, 최

저온도는 오전 8시에 0.6oC, 최고온도는 오후 2시에 14oC

였다(Figure 9). 하지만 습도변화는 온도변화와는 반대로,

새벽에는 일최고습도가 되어 100%, 오후 2시경에는 60%

로 낮아졌다. 

한편 이슬점 온도는 일최저온도 0.6oC일 때 같은 0.6oC

인데 반하여, 일최고온도 14oC에 이르렀을 때에 이슬점 온

도는 -4~5oC로 이슬이 맺히지 않았다. 이때 재배사내 상

대습도는 38~60%로 낮게 유지되었다. 

(2) 봄철 일중 변화

봄철에 2005년 3월 15일~16일(48시간) 동안 표고톱밥시

설재배사내에 온도변화는 4~15oC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

시경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 하강하였다(Figure 10). 한편 상

대습도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100%였으나 오후 2

시경에는 20%까지 급격히 낮아졌다. 밤 동안 재배사 내부

는 내내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였고, 낮 동안 기온이 3~15oC

일 때, 이슬점 온도는 -9~5oC로 이슬이 맺히지 않았다. 

(3) 여름 일중변화

Figure 10. Temperature, dew point and relative humidity at

height of 25 cm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5th to 16th December in 2004. 

Figure 10. Temperature, dew point and relative humidity at

height of 25 cm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5th to 16th March in 2005.  

 
Table 2. Lentinula edodes cultivation schedule and monthly temperature and humidity change in Taiwan type shed.

T=temperature; RH=relative hunidity.

L. edodes growth stage Month
T (oC)

mean/min~max
RH (%)

mean/min~max
T 

change
RH change

− Spawning, mycelial growth, keep bag warm,
bag floor set, bump formation

12~mid 3 -1~15/-4~21 55~75/25~90 low, slight mid, samll

− Browning, bag top open, primordium forma-
tion for 1st ~2nd mushroom harvest 

late 3~late 5 3~15/-2~30 50~85/20~90 increase, large low, large

− 3rd~4th harvesting with 30~45 days interval
mycelial growth

early 6~early 7 17~25/12~36 60~85/85~95 increase, small high, slight

− nonharvesting and mycelial growth mid 7~mid 8 25~28/22~33 85~95/65~100 very high, slight very high, small

− 5th to 7th high quality product harvesting, 
preventing mass-fruiting, 

late 8~10 10~23/5~31 90~95/20~100 decrease, large high,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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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5일~16일 48시간 동안, 표고 톱밥재배사내

온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28oC범위였으며

습도는 65~97%였다(Figure 11). 일중 최저온도는 오전 6

시에 17.9oC이었으며 이때 이슬점 온도는 16.9oC였고, 습

도는 96.5%였다. 정오에 최고온도가 27.9oC 되었을 때 이

슬점은 17oC이었으며, 습도는 65%였다.

(4) 가을 일중변화

버섯발생 기간이었던 2005년 9월 15일~26일(48시간) 동

안 표고 톱밥재배사내에서 최저온도는 오전 7시에 16oC,

최고온도는 오후3시경에 26oC였다(Figure 12). 반면에 습

도는 온도와는 달리 오전 7시까지는 포화상태인 100%을

유지한 후,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습도가 낮아져서 오

후 4시경에 최저 63%로 되었다. 오후 4시경 기온이

24.4oC일 때 이슬점 온도는 15.3oC였는데, 이때 상대습도

는 59%로 가장 낮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온도의 일중변화는 상대습도변화와는 정반

대 경향이었다. 즉 낮에 온도가 최고 높을 때 습도는 최저

로 되었고, 온도가 최저인 새벽에는 습도가 최고로 높아졌다. 

2. 중국식 재배사내 온-습도 변화

1) 재배사내 변화 

중국식 톱밥재배사내 온-습도는 차광과 통풍, 햇볕, 가

온 등으로 조절하였으나 계절과 밤낮에 따른 변이가 컸다

(Figure 13). 연중 수확하는 재배사에서 온-습도 변화는 하

절기 6월~8월에 일평균온도가 16~32.8oC, 습도는 60~100%

였고, 가을 9월~11월에는 15~25oC, 습도는 60~95%였다.

동절기 12월~2월 동안에는 보온재와 햇볕 그리고 보일러

를 가온하여 -1.9~10oC를 유지하고, 습도는 40~100%로 오

후 2시경에 가장 높고, 오전 4시~8시에는 100%인 때가 많

았다. 봄철 3월~5월에는 일평균온도 5~20oC, 습도는

80~100%로 변하는 가운데 표고생산과 품질을 조절하였다. 

2) 재배사내 위치에 따른 변화 

중국식 톱밥재배사내 온-습도 변화는 재배사내 수평적

지점과 수직적 높이별(지면~150 cm)로도 변이가 컸다. 12

Figure 13. Daily mea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 in a Chinese type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at
Goseong during June 2005 to May 2006.

Figure 12. Temperature, dew point and relative humidity at
height of 25 cm in Taiwan type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5th to 16th September in

2005. 

Figure 11. Temperature, dew point and relative humidity at

height of 25 cm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5th to 16th June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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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조사에서는 프레임의 상단일수록 온도, 상대습도 이

슬점이 높았고, 높이에 따른 온도 변이 폭은 12~20oC, 습

도 변이 폭은 55~100%이고, 위치별로 차이가 큰 곳은 재

배사 내부의 중앙부였다(Figure 14). 이런 온습도 변이는

재배사의 측창의 개폐 높이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3) 일중 변화

중국식 표고 톱밥재배사에서 1월중 48시간 온도와 습도

변화는 서로 반대경향으로, 일중 온도가 최저(-1~0oC)로

되는 새벽에 상대습도는 일중 최대인 100%까지도 올라가

며, 일중 최대온도(5~12oC)에 도달하는 오후 2~4시에는

상대습도가 일중 최저인 65~75%로 내려갔다(Figure 15). 

그리고 10월 중에도 재배사내 온도와 습도 변화 경향은

반대로, 일 최저온도(10~12oC)로 되는 밤과 새벽에 상대

습도는 최고 100%로 올라갔으며, 일 최고온도(21~23oC)

가 되는 오후 2~4시에는 상대습도가 일 최저인 60~70%

로 내려갔다(Figure 16). 

 

고 찰

1. 표고 톱밥재배사에서의 온-습도관리 목표

표고 톱밥재배단계는 균사배양, 갈변, 버섯발생과 수확

(5~7주기 생산), 휴식 등 5단계로 구분된다(박원철 등,

2008, 김원수, 2005). 이에 따른 표고 톱밥재배사의 온-습

도 관리 목표는 표고균은 잘 자라게 하면서 오염균은 억

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고재배자들

은 필요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재배사내 측창을 개폐하

고 차광을 조절하고 있었다. 

표고균사 배양시기에는 온도가 중요하지만, 버섯발생

시기에는 재배사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중요하다(임업연

구원, 2000). 표고 균사의 생장가능 온도는 5~32oC이고 버

섯발생온도는 균주에 따라 7~25oC였고, 저온에서 표고균

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15oC에서 5일 미만이지

만 버섯골목이나 톱밥배지 내에서는 저온 저항력이 더 크

다(박원철 등, 2008; Stamets, 2000, 유성열 등, 2009a).

그리고 표고균사가 동결되어 사멸하는 온도는 균주에 따

라 -15.5~ -4oC이다(유성열 등, 2009b). 재배사 외부에서 일

평균온도가 표고발육 영점온도 5보다 낮은 시기는 1월 중

순부터 2월 중순까지였다. 한편 재배사내 최저온도는

-4.3oC로 표고균사가 사멸하는 시기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고온과 과습 상태에서는 표고재배가 불리

하다. 즉, 표고균사의 생장은 25oC 이상에서는 감소하여

30oC 이상되면 거의 자라지 못하지만, 오염균은 온도가

25oC 이상 높고 상대습도가 100% 가까울 때 만연한다(채

정기, 2000; 박원철 등, 2008). 배지를 살균한 후 표고균사

를 접종된 봉지내에서 배양하는 동안에는 봉지내 수분이

유지되므로 온도만이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봉지

주위 습도는 60% 이하로 약간 건조한 상태가 톱밥배지의

오염을 적게 한다(Chang and Miles, 2004). 이것은 습도가

95% 이상 높거나 이슬이 맺히면 공기 중에 있던 오염균

의 포자가 봉지의 솜마개 겉에서부터 발아하여 자라서 배

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식 재배에서 겨울철

균사배양기간 동안 재배사 온도를 -5~15oC, 습도를

55~75%를 유지하는 것은, 봉지의 솜마개에 묻어있는 오

염균의 포자가 발아 또는 생장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표고균주는 각기 적절한 환경과 배양일수를 지니고 있

Figure 16. Changes i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0th to 11th October 2005 in Goseong.

Figure 15. Changes i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RH) ina Chinese type  Lentinula edodes sawdust cultivation
shed during 48 hours, 15th to 16th January 2006 at Goseong.

Figure 14.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RH) by eight
heights of 0~150 cm at nine positions each within a Chinese
type Lentinula edodes cultivation shed at Goseong during
December.



표고 톱밥재배사의 溫-濕度 變化 動態 755

다(유성열 등, 2009b). 일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표고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추운날씨에는 보온을 하고, 더운 날

씨에는 차광과 환기를 통해 온도를 낮추어 상대습도를 높

이는 관리가 필요하였다. 일반적인 버섯재배에서도 온도

는 호흡이나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버섯 재배환경의

습도를 변화시킨다 (Zadrazil et al, 2004). 

일중 온습도 변화로서 표고생장에 불리한 과습시기와

건조시기를 파악하여 보면 과습되는 새벽에는 습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보온이 필요하고, 건조한 낮에는 습도를 공

급하기보다는 차광이나 관수, 통풍으로서 온도를 낮출 필

요가 있다. 표고톱밥재배사에서는 차광, 통풍 및 보온으로

서 온도와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한국임산버

섯생산자 단체 연합회, 1999). 한편 건조로 배지 표면의 갈

색 피막이 너무 단단해지고 표면 가까이에 있는 균사가

사멸하면 버섯발생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갈변된 배지 상

부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분무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용 인터뷰). 

표고 톱밥재배를 위한 적정 온습도 환경은 Stamets

(2000)에 따르면, 균사생장에 적당한 온도는 21~27oC, 상

대습도는 95~100%, 광도는 50~100 lux이고, 원기형성에

적당한 온도는 균주에 따라 10~21oC, 습도는 95~100%,

광도는 500~2000 lux이며, 표고자실체의 생장과 발달에

적당한 온도는 균주에 따라 16~27oC, 상대습도는 60~80%,

그리고 광도는 500~2000 lux로서 장기간 500 lux 이하로

빛이 부족할 때는 버섯의 자루가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재배사의 경우 버섯발생에 적당한 기간은 4~6월과 9~10

월경이었다. 7월~8월은 일최저온도가 22oC이고 온도 차

이가 3oC 미만이라 버섯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중

표고 톱밥재배사에서는 여름 기간 중에 냉방설비를 이용

하여 온도를 25oC 미만으로 낮추고 온도차이가 10~12oC

되게 하면 버섯발생이 계속 가능하다(정의용 인터뷰).

2. 톱밥재배의 문제

표고버섯의 톱밥재배에는 배지의 온도와 수분, 오염균,

버섯의 수확, 등의 관리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

되었다. 톱밥배지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막으로 갈변된

표피가 유일하지만, 이 갈변층은 두께가 5 µm 미만으로

표고균사분비물에 의한 막층일 뿐 균사로 이루어진 층은

아니다 (구창덕 미발표 자료). 이 막은 수분의 보습과 흡

습에서 효과가 약간 있고 곰팡이의 침투에 저항성이 있지

만, Trichoderma 속 균과 같은 강력한 병원균의 침투에는

약하다. 온도가 25oC 이상으로 높고 습도가 100%에 가까

우면 배지표면에 푸른곰팡이병이 심하게 되고 표고균사

가 사멸한다. 한편 배지가 건조하면 갈변된 피막으로 직

접적인 수분침투가 느리게 되어 배지의 수분공급의 어렵

게 된다. 그리고 수확 시에는 대체로 가벼운 배지를 두 손

으로 쥐어야하므로 수확속도가 느리게 된다. 

결국 이러한 배지관리와 수확방법은 인건비 지출을 높

이는 것이다. 특히 생산된 버섯의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

품질과 저장성이 낮아져서 표고재배자의 수익이 감소된

다. 반면에 습도를 잘 관리하면 고품질의 화고도 생산할

수 있다 (토리버섯영농조합 미발표 자료). 표고 톱밥재배

에서 온습도 관리는 잡균의 오염을 막고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3. 표고 톱밥 재배 성공요소

Stamets(2000)가 파악하였듯이 표고 톱밥재배에의 요점

은, 표고는 생장시키면서 오염균은 생장하지 못하도록 환

경, 특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표고톱밥재배에

서 표고균사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원목재배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 온도와 습도의 관리가 성공 요소이다.

표고균의 생장온도는 5~32oC 생장습도는 60~100%이나,

25oC 이상의 온도와 85% 이상의 습도에서는 오염균이 더

빨리 자란다. 따라서 온도는 10~20oC, 습도는 70~80%로

유지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Chang and Miles,

2004).

재배사내 온-습도에 대하여 일일 밤낮의 변화와 계절적

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습도는 온도에 반

비례하여, 온도가 높으면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올라

간다. 즉 버섯재배사 안에서 차광으로 온도를 낮추면 상

대습도는 올라가고, 밤이 되어 온도가 낮아져도 상대습도

는 올라간다. 상대습도가 높으면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이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이슬로 맺히게 되므로 공기

중의 수분이 버섯으로 이동한다(Beecher and Magan,

2000). 또한 발생한 버섯의 계속적인 생장은 배지보다는

공기중의 온-습도에 크게 영향 받는다(농림부, 2006). 톱

밥재배사에서 온도와 상대습도는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봉지가 제거된 톱밥배지의 수

분은 공기중으로 쉽게 소실된다. 그러므로 배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버섯 발생 시에는 주위 온도를 조절하

여 상대습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Beyer

et al, 2000). 

4. 톱밥재배 모델 비교

표고톱밥재배에서 대만방식과 중국방식의 차이는 배지

의 봉지 제거부위와 배열상태이다. 대만방식 톱밥재배는

배지의 봉지를 상부만 노출시켜 지면에 세워두고 버섯을

배지상부에서만 발생시켜 수확하므로 온습도 관리에 매

우 효율적이다. 이것은 원목재배의 장점과 비슷하다. 버섯

발생위치는 봉지의 높이인 지표면에서 25 cm 지점이므로

이 위치를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표고

생산을 이룰 수 있다. 배지의 수분상태가 버섯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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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품질을 결정한다(Nobel et al, 2000).

이에 비하여 중국방식은 배지의 봉지를 모두 제거하여

버섯이 배지 전체 어디서든 발생하도록 한다. 이 방식에

서는 높이 180 cm까지 6-8단 프레임을 이용하여 배지를

배열하고 갈변하면 배지의 비닐 벗긴다. 그러므로 버섯은

육면체 배지의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여 생산량이 많을 것

으로 기대되지만 배지의 보습이 어려우므로 버섯발생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발생버섯 갯수가 많으면 소형의 저

품질이 된다. 그러므로 1개 배지당 키울 버섯의 개수를 고

려하여 솎아내는 데 일손이 필요하다. 대만식 재배는 버

섯이 발생하는 높이가 25 cm 범위이므로 온-습도 관리면

에서는 원목길이가 120 cm 되는 원목재배나 180 cm 높이

의 중국식 재배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결 론

성공적인 표고 톱밥재배사에서 장단기적인 온-습도의

변동을 조사한 결과, 표고 톱밥재배의 요점은 표고는 생

장시키면서 오염균은 억제하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재배자들은 차광, 환기, 이중창

보온, 관수, 냉방기. 보일러 등을 이용하여 저온이나 고온,

과습이나 과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수시로 조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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