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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원적 기능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임업, 수산업, 가정

생산, 은행업 등 매우 적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용어는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버섯의 다원적 기능은 비료, 사료, 생리활성 물질의 추정 

자료를 기초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버섯의 기능성 지표

물질인 베타글루칸은 다원적 기능보다는 물질의 추출기술

이 확립되었을 때 환산될 수 있는 산업적인 가치로 보면 될 

것이다. 버섯은 부가적인 다원적 기능보다는 산업적으로 환

산된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국

내 생산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베타글루칸은 약 112조원의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농식품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목질진흙버섯(상황), 노루궁뎅이버

섯, 꽃송이 등의 생산량을 합치면 버섯의 산업적 가치는 더

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버섯 산업의 정량화된 산업적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버섯류의 정량화된 베타글

루칸 함량분석과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버섯의 

다원적 기능은 다양하지만 기능별로 각각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것만 우선 정리하였다. 

버섯은 일본어로 기노코(木の子)이다. 즉 나무의 자식이

란 뜻이다. 나무는 임업과 관련되며, 임업은 농업과 많은 유

사점을 가진 산업이다. 임산물은 토지에 뿌리를 둔 것이며, 

생물학적 과정 및 토지 특유의 환경요인에 좌우되고, 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임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동

시에 다양한 어메니티(amenity)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업경제학자들은 결합생산이라는 개념에 주의하

고 있으며 결합생산은 임업경제학을 다른 경제 분야와 구별

하는 논점 중의 하나이다(Hyde and Newman, 1991). 임업

에 있어서 결합생산이 논의될 때에는 다용도 관리와 관련해

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Klemperer, 1996 ; Loomis, 1993 

; Hyde and Newman, 1991 ; Bowes and Krutilla, 1989 ; 

Gregory, 1987).

다원적 기능의 개념분석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개념분석의 분류에 공통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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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항목은 환경보존적 기능(environmental outputs), 농

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agricultural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농촌 활력 제공기능(rural viability), 

식량안보기능(food security)등이고, 그 외 추가 항목으로 

동물후생과 관련된 기능(animal welfare), 식품안전도의 유

지기능(food safety), 과학기술 및 교육적 기능(scientific 

and educational value) 등이 있다(참고문헌 표기). 본 논

문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관한 개념분석 중 공통 분류 항목

인 환경보존적 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 

농촌의 유지발전기능, 식량안보기능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에 있어서 다원적 기능의 논의와 직접 관련된 것은 

목재와 비목재가 있는 토지로부터 생산될 때 일어나는 시

너지효과와 대립에 관한 문제이다. 임업경제학에서는 장기

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lawson, 1974 ; Bentley 

and Strand, 1972).

버섯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전무하나 농

업과 논의 다원적 기능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에서 연구한바 있어 이를 토대로 버섯의 다원적 기능에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1년 11월에 발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쌀농사의 

다원적 기능 중 환경보전기능은 1)홍수조절 1조3305억원 

2)수자원 함양 1조1427억원 3)수질정화 1조1946억원 3)토

양유출경감 4532억원 4)폐기물처리 882억원 5)대기정화 

2조2118억원 등 6조421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보전기능의 경제적 가치와 6)식량안보 기

능 1조7084억원 7)농업경관 1조1214억원 8)농촌에 활력 

부여 8165억원을 합하면 10조673억원의 경제적가치가 있

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1년 발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의 계량화 평가’ 라는 자료는 농원적 기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총 120만 정도의 논에

서 9조원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논농사는 쌀 생산의 10배

에 가까운 93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다. 결국 농업은 쌀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100조원 산

업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을 보면 논은 연간 350억 톤의 물을 하

천(192억 톤)으로 흘려보내고 지하수(158억 톤)로 저장하

는 기능을 가진다. 이 같은 지하수 저장량은 전 국민이 1년

간 쓰는 지하수의 2.7배에 해당하고 소양호의 저수량과 비

교해도 8.3배가 넘는다. 이 같은 물을 저장하려면 1996년 

가격으로 최소 65조원이 든다는 분석이다. 

논은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기인 6~8월경 36억 만 톤의 물

을 가둬두는데 이는 우리나라 6대 댐 저수량의 2.4배에 해

당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논의 홍수조절효과는 

17조원에 해당한다. 또 벼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식물 중 단

위면적당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가장 많은 탄산가스

를 흡수하는데 연간 벼가 공급하는 산소량은 123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산소공급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

면 약 5조3천억이다.

농업과 농촌은 쌀이나 채소 등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식량생산

이 전부는 아니다. 농경지, 농가 및 농촌환경은 우리들의 생

활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이며 농업이 갖는 몇 개의 다

원적 기능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국토의 보존 및 수자원 함양기능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개발기능 3) 전통문화의 계승 및 휴양과 

오락기능 4) 농촌사회의 활력화 및 식량의 안보기능

버섯의 다원적 기능

버섯은 지구에서 백악기 초기(약 1억3천만년전)부터 존

재해 왔다. 현재 지구에는 약 140,000종의 버섯이 생존하

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10%(14,000종)정도가 조사 연구되

어 알려져 있다(Kirk et al., 2001). 버섯종의 조사 연구된 수

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22,000종이라는 주장도 있다

(Hawksworth, 2001). 

버섯은 광합성 작용으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고등식물과

는 다르다. 버섯은 배지를 통하여 영양분을 흡수하여 산소

표 1. The kinds of mutifunctionality

oECd(2001) romstad et al.(2000) lankoski(2000)

․  Agricultural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values

․ Environmental outputs
․ rural viability and employment
․ Food security
․ Animal welfare

․  landscape: biodiversity, cultural heritage, amenity 
value, recreation and access, scientific and 
educational value

․  Food related issues: food security, food safety, food 
quality

․  rural concerns: rural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y

․ Food security
․ Environmental outputs
․ Viability of rural areas
․ Animal welfare
․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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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흡을 한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버섯은 다른 작물과 

호환성이 적으며 재배나 육종에 독특한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버섯은 다른 작물과는 달리 기술집약, 노동집약, 자본

집약의 집약적 농업 및 고급식품 농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이, 1996).이러한 버섯의 다원적 기능을 정량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버섯의 생리활성 기능

미생물이 생산하는 생리활성 물질 중에 곰팡이나 버섯이 

생산하는 것은 약 2.3%(약 1,400종)이다. 주 화합물은 폴리

아세칠렌 화합물(3중 결합을 갖음), 테르페노이드류 및 방향

족 화합물이다. 이들 화합물들은 버섯 특유의 것으로 다른 

미생물이나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담자균류의 항암 

면역 증강 성분에 관한 연구는 로랜드(Roland) 등이 1960년

에 칼바티아 기간티카(Calvatia gigantica)로부터 항암성 단

백질인 칼바친(calvacin)을 분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

나 그 후의 연구는 주로 단백 다당체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인 렌티난(lectinan), 치

마버섯의 시조필란(schizophyllan), 구름버섯(운지)의 단백

결합 다당체 크레스틴(PS-K, krestin)이 실제 임상에서 사

용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포랑(copolang), 상황버섯의 

균사배양 추출물 메시마 엑스 등의 전문의약품이 개발되었

으며, 버섯 유래 베타글루칸이 각종 의약품 및 화장품의 원

료로 이용되고 있다(유 등, 2010). 

국내 생산 버섯류가 함유한 베타글루칸을 생리활성 물질

로서의 산업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2조원의 경제 효과

가 있다. (표 2)

2) 버섯의 가축 사료생산 기능

버섯 배지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버섯균사체 배

양배지나 버섯 재배 후의 균사 배양물을 사료로 이용하여 

고품질 가축육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큰느타리(새송

이), 팽이버섯, 느타리 병재배용 탈병 배지는 유기물 함량이 

91~95.6%, 조단백질 6.9~10.5%, 회분 12~20%로 가축사

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 큰느타리(새송이), 팽이버섯, 

느타리버섯의 병재배용 배지원으로 이용되는 원료의 대부

분은 가축사료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버섯 균사는 

표 2. 버섯의 베타글루칸 생산량 및 산업가치 추정 

<추정 산출근거>
2008년 국내 생산 버섯류의 총 건조 생산량은 약 39,000톤으로 
- 각 버섯류별 베타글루칸 함량을 합산하면 3,200,710kg 
-  미국 immudyne사 수입 99% 순도 효모 유래 베타글루칸의 가격 
약 35백만원(30,000달러)/kg

 따라서 국내 연간 총생산 버섯류의 베타글루칸 환산가치는 약 112조 
248억원(3,200,710kg ⁎35백만원)

버섯 종류 
2008년 버섯 생산량

(톤)
건조버섯 환산 
(10%용, 톤)

베타글루칸 평균 함량 
(건조100g)

베타글루칸생산량
(kg)

비 고

양송이(생) 10,822 1,082 7% 75,740 아가리쿠스로 베타글루칸 추정 

기타(새송이) 52,212 5,221 17% 887,570

느타리(생) 40,071 4,007 17% 681,190

팽이(생) 55,231 5,523 7% 386,610
다모기다케로

베타글루칸 추정 

표고(생) 25,242 2,524 25% 631,000

표고(건) 2,032 2,032 25% 508,000

영지(건) 306 306 10% 30,600

합계 185,916 20,695 3,200,710

⁎2009 농림통계연보, 2009 임업통계연보

⁎きのこ知恵袋(日本岐阜県林業課), きのこと健康(日本特用林産振興会)

표 3. 버섯의 폐배지 생산량 및 사료 산업가치 추정 

<추정 산출근거>
2008년 팽이,느타리,기타(새송이) 생산량은 147,514톤(각 55,231/ 
40,071/ 52,212톤)
(⁎2009 농림통계연보) 
-  1병당 버섯이 200g이 생산될 경우 폐배지 중량이 약 500g이라면 폐
배지 생산중량은 368,785,000kg(200g/500g=147,514,000kg)

- 폐배지중 40%가 사료로 전환될 경우 사료 생산량은 154,594,000kg 
-   시중 가축사료의 가격을 400원/1kg으로 가정
따라서 폐배지의 연간 생산액은 618억원 (154,594,000kg⁎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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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분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육질 개선 등

에 유용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가축용 사료로 이용될 수 있

는 팽이, 느타리, 새송이버섯 병재배 폐배지의 경제 효과는 

정량적으로 약 618억원이다. (표 3)

3) 버섯의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

폐상재배용 버섯의 배지로는 톱밥, 콘코브, 볏짚, 솜 부산

물(낙면)등이 이용되고 있다. 버섯을 재배한 후 발생하는 폐

상 폐배지는 원예작물의 유기질 비료인 퇴비로 이용되고 있

다. 이러한 퇴비는 배양된 버섯 균과 다른 미생물간의 길항

작용에 의해 육묘 시에 발생되는 병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 등, 2010). 특히 양송이 폐상 배

지는 유기물 함량이 6.3~11.5%, 조단백질 3.0~4.2%, 회분 

35.1~54.8%로 유기물 함량이 낮아 유기질 비료나 퇴비로 

개발 활용하기에 알맞다. 하지만 톱밥 병 재배 폐배지는 유

기물 함량이 높아 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는 이미 버섯재배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미생물비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고 사료된다(문맥 확인 필요). 주로 유기질비료로 이용되는 

양송이버섯 폐상 폐배지의 유기질 비료생산 기능은 정량적

으로 연간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표 4)

4) 버섯의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

버섯은 생태계의 분해자로서 물질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구상의 식물들은 엽록소와 물, 태양빛, 이

산화탄소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을 생산한다. 이

러한 유기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유용한 물질이지만 인간

이 사용 후에는 도시의 쓰레기로 변신한다. 숲속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나무는 고목이 되면 죽게 되고 수시로 낙엽이 

쌓이게 되며 많은 동물들도 성장 후 죽어 쌓이게 된다. 아마

도 이들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다면 지구는 유기물 

더미 또는 쓰레기 더미에 눌려 질식하게 될 것이다. 자연계

에서 이러한 유기물의 분해는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며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버섯이다.

특히 버섯은 다른 미생물에 비해 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농림부산물을 태울 때 분출되는 고농도의 CO
2
, 

CO, CH
4
 가스와 미세분진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밀짚, 보릿짚 등의 소각을 규제하고 있

다. 또한 생활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한다. 그러나 버섯을 비롯한 미생물에 의해 유기

물이 분해될 때는 유해가스의 분출량이 미약하여 대기오염

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버섯 재배는 축적된 유기물을 분

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유기물을 생성 이전의 상태

로 환원하는 것이다. 버섯의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은 

정량적으로 계량화되지 못하였으나 생태계의 생산자, 소비

자, 분해자의 3대 축 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버섯의 다원적 

기능은 연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637만 ha이고 임목축적은 약 6억

5천9백만 톤, 연간 임목생장은 최근에 약 5.6톤/ha/년이다

(산림청, 2009). 매년 이렇게 약 3천6백만톤의 임목생장이 

가능한 것은 양분이 유기물분해로 순환하여 산림토양에 계

속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버섯의 환경 오염물질 정화 기능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것 모두 이 지구에서 생성되었고 

추출된 것이다. 단지 한곳에 집적되거나 다소 변형되어 우

리의 주변에 과다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되

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도 옅은 농도로 토양에 분산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이옥신, 유기주석(TBT)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도 기준 이하의 옅

은 농도로 물, 공기, 토양에 존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 등, 2010). 버섯은 이러한 방사능 물질, 환경호르몬, 중

금속 등을 다른 식물보다 고농도로 흡착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흡착된 유해 물질은 버섯을 비롯한 미생물 생체 내

에서 구조가 다소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에 해

롭지 않은 물질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른바 생물학적 변형

(bio-transformation)에 의해 물질의 구조가 변화된다. 방

사능이나 환경호르몬,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버섯을 통하여 

흡수되고 분리될 수 있다면, 분리된 물질이 안전한 형태로 

변형되지 않고 여전히 유해한 구조를 가진다하더라도 얼마

든지 인체에 덜 유해한 상태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 중 대기정화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2조 

2118억원으로 연구된 바에 견주어 버섯의 환경 오염물질 

정화기능도 이에 대등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6) 버섯의 식품 영양학적, 기호 식품적, 생리활성 기능

버섯은 단백질, 당, 지질, 미량원소, 비타민 등 영양원을 

공급하는 식품영양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맛과 향이 

뛰어나 기호 식품(식품가공, 식품화학)으로서의 기능과 식욕, 

기호식품으로 색, 맛, 향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버섯은 생리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여 의학, 약학, 농학적

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저칼로리 식품으로 독특한 향을 

표 4. 버섯의 폐배지 생산량 및 비료 산업가치 추정 

<추정 산출근거>
2008년 양송이 재배면적은 62ha(620,000㎡) (⁎2009 농림통계연보) 
-  양송이 폐상배지 1㎡의 중량이 30kg이고 균상 회전율이 연간 2회전
이라면

- 양송이 폐상배지의 생산량은 37,200,000kg 
(620,000㎡⁎30kg⁎2회)
-  시중 유기질비료 가격을 150원/1kg으로 가정
따라서 폐상배지의 연간 생산액은 56억원 (37,200,000kg⁎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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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뿐만 아니라 생체반응(면역활성), 생체리듬조절, 질병

회복력, 더 나아가 암, 뇌졸증, 심장병 등 성인병에 대한 예

방과 개선효과 등의 생리특성(약리효과)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저하, 고지혈증 개선, 항혈

전, 혈압강하, 혈당강하, 항산화 등에 관여하는 유효한 성

분들이 밝혀지고 있다(유 등, 2010). 이 또한 정량화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 

적 요

버섯의 다원적 기능은 생리활성 기능, 가축 사료생산 기

능,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 환

경 오염물질 정화 기능, 식품 영양학적, 기호 식품적, 생리

활성 기능 이다. 이 중 생리활성 기능, 가축 사료생산 기능,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과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은 정

량화를 하였고 그 나머지 기능은 정량화하는 연구가 더 필

요하였다. 

정량화된 버섯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12조 922억원이며 정량화하지 못한 부분까지 합하면 이의 

2배 이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할 경우 쌀의 다

원적 기능 약 100조원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버섯은 거의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버섯의 생리활성물질 베타글루칸의 산업적 가치는 약 

112조원, 가축 사료생산 기능은 약 618억원, 유기질 비료 

생산 기능은 약 56억원, 생태계 분해자로서의 기능은 약 

36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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