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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millaria gallica was ecologically surveyed to investigate its relationship with Gastrodia elata in cultivation areas 
of Korea in 2012. In the observation made around October 17 in the area of Namyangju (Gyeonggi), Sangju (Gyeongbuk) and 
Gimcheon (Gyeongbuk) in Korea, the fruit bodies of A. gallica were consistently found near the cultivation areas of Gastrodia 
elata across these cultivation areas. Since the temperature and rainfall have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of fruiting 
of A. gallica, we checked the temperature and rainfall around two weeks ago of mushroom fruiting. The average temperature 
of all cultivation areas was 9.9~17.5℃ (the lowest temp.: 3~23℃, the highest temp.: 15~26℃) and the annual rainfall was 
0.5~1.0mm on October 10 which can be compared to 2.5~4.5mm on October 17. Fruiting bodies were generally developed at 
weedy field in which G. elata were cultivated five years ago. The field was inclined 15 degrees, east-facing and consists of loam. 
The fruit bodies were formed on both sides of a small ditch between the Gastrodia elata cultivation fields and neighboring fields, 
and the areas were common weeds and moisture at all times. The fruiting bodies were growing above the soil rather than oak 
wood. Gregarious, but also occurs to 1-5 fruiting bodies occur sporadically. Results observed in detail the growing areas, some 
fruit bodies were developed along the black and thick rhizomorph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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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Gastrodia elata)는 우리나라 참나무류가 자라는 지역의 
산에서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 주로 뿌리의 구근을 이용한다. 간
질병, 중풍, 경기, 두통, 강장 및 신경질환 치료의 특효약으로 이
용되고 있다. 천마는 난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엽록소가 없
으며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없는 퇴화된 식물이라 뽕나무버섯

류와 반드시 공생을 하여야 살아 갈 수 있다. 뽕나무버섯류 중
에서 천마와 공생하는 버섯을 천마버섯이라 명명하였다(Sung 
et al., 1994). 자연상태에서나 재배하는 천마에서 여름철에 꽃
대가 올라온다. 천마가 자생하는 곳이면 천마버섯 자실체도 자
연 상태에서 발생할 것이다. 농가에서 소득 작물로 천마를 재
배 하는데 참나무에 천마버섯균을 접종 배양하거나 곧바로 접
종하여 자마와 동시에 묻어 재배한다. 하지만 땅속에 묻은 참나

무 원목에서 천마버섯균이 배양된다 하더라도 참나무 원목에

서 자실체 발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참나무 톱밥으

로 천마버섯균을 배양하여 재배하여도 버섯 자실체는 발생하

지 않았다.

천마를 재배한 농가에서 가끔 천마버섯이 발생하였다는 이
야기는 전해져 오고 있다. 2012년에 천마버섯균의 품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재배 지역에 천마버섯 자실체 발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자실체 발생은 10월 17일경 거의 동시에 
경기도 남양주, 경북 상주, 경북 김천에서 이루어졌다. 자실체

가 발생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자실체 발생에 영향을 주는 버섯 
발생 2주전의 온도 및 강수량을 조사하였다. 기온은 최저 3~23
℃, 최고 15~26℃, 평균 9.9~17.5℃였다. 강수량은 10월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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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mm, 10월 17일에 2.5~4.5mm로 나타났다(Table 1).
남양주의 자실체 발생지는 5년 전에 천마를 재배하고 지금은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자실체 발생 당
시는 잡초가 많이 우거진 상태였다. 발생지는 15도 정도의 경
사가 다소 있는 동향으로 물빠짐이 좋은 위쪽에 위치하고 양토 
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마를 재배한 밭에서는 잡초가 우거진 극
히 일부분에서만 자실체가 발생하였다. 재배한 밭과 이웃 밭 간
에 고랑이 있는데 이곳도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수분이 밭보다

는 많은 상태로 이 도랑을 중심으로 양쪽 옆으로 자실체가 많이 
발생되었고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10월 17-18일 2일 동안 조
사를 하였는데 성숙한 자실체, 이제 발생하는 자실체로 다양하

게 혼합되어 있었다. 자실체는 참나무 원목이 아닌 토양위에서 
발생하였다. 군생으로 발생도 하였지만 자실체가 1-5개 정도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간혹 검정색 굵은 균사속을 따
라 자실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실체에 균사속이 붙
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 

자실체의 형태나 색깔 등 여러 가지 특징은 3군데에서 수집

된 버섯이 거의 동일하였으며, 천마버섯으로 사료되었다. 하지

만 이후 rDNA 분석으로 종의 동정이 필요하다. 상주에서 채집

한 자실체를 아주 큰것과 아주 어린 것을 제외하고 10개를 선
택하여 자실체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길이 61.3±8.9mm, 갓 넓
이 48.0±8.4mm, 개체중은 7.0±2.6g이였다(Table2).

Table 1. The weather of habitats in Armillaria gallica mushrooms

Date

Namyangju

(Naver)
Yangpyung(KMA) Sangju(KMA)

Gimchun

(Naver)

High

temp.

Low 

temp.

Average 

temp.

High

temp.

Low

temp.

Precipitation

(mm)

Average 

temp.

High

temp.

Low 

temp.

Precipitation

(mm)

High

temp.

Low 

temp.

10-03 26℃ 15℃ 16.9℃ 25.3℃ 11.5℃ 　 15.2℃ 23.6℃ 9.4℃ 　 22℃ 8℃

10-04 24℃ 14℃ 16.2℃ 24.3℃ 9.9℃ 　 15.8℃ 24.4℃ 8.2℃ 　 24℃ 7℃

10-05 25℃ 15℃ 9.9℃ 22.2℃ 10.9℃ 　 16.4℃ 21.2℃ 21.2℃ 　 20℃ 11℃

10-06 25℃ 16℃ 16.8℃ 24.4℃ 12.6℃ 　 17.5℃ 23.9℃ 12.2℃ 　 21℃ 11℃

10-07 24℃ 15℃ 16.0℃ 24.6℃ 10.5℃ 　 15.5℃ 23.5℃ 9.3℃ 　 22℃ 8℃

10-08 23℃ 15℃ 15.2℃ 23.0℃ 23.0℃ 　 13.2℃ 21.4℃ 7.7℃ 　 20℃ 7℃

10-09 22℃ 14℃ 14.4℃ 21.5℃ 9.3℃ 　 12.4℃ 19.6℃ 6.3℃ 　 19℃ 6℃

10-10 20℃ 13℃ 12.6℃ 16.7℃ 9.4℃ 1.0 13.4℃ 20.5℃ 8.8℃ 0.5 20℃ 7℃

10-11 19℃ 10℃ 11.4℃ 19.1℃ 6.7℃ 　 13.4℃ 19.5℃ 7.9℃ 　 18℃ 6℃

10-12 21℃ 9℃ 11.6℃ 21.8℃ 5.2℃ 　 11.4℃ 21.7℃ 4.0℃ 　 21℃ 3℃

10-13 23℃ 11℃ 12.3℃ 21.2℃ 6.7℃ 　 12.1℃ 21.4℃ 5.1℃ 　 21℃ 5℃

10-14 22℃ 12℃ 12.2℃ 22.7℃ 6.9℃ 　 14.2℃ 23.0℃ 6.8℃ 　 21℃ 8℃

10-15 22℃ 10℃ 11.0℃ 20.8℃ 3.5℃ 　 13.1℃ 22.2℃ 7.4℃ 　 22℃ 7℃

10-16 23℃ 11℃ 14.0℃ 22.7℃ 4.2℃ 　 13.5℃ 21.7℃ 4.8℃ 　 21℃ 6℃

10-17 18℃ 8℃ 12.4℃ 16.0℃ 7.1℃ 4.5 12.5℃ 16.2℃ 7.1℃ 2.5 15℃ 7℃

Naver : www.naver.com

KMA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fruiting bodies of Armillaria gallica in Sangju

Pileus (mm) Pileus thickness

(mm)

Stipe(mm) Weight of 

carpophore

(g)Width Length Diameter Length

44.5±6.4 48.0±8.4 10.0±1.2 6.8±1.2 61.3±8.9 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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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cological habitats and fruiting bodies of Armillaria gallica mushrooms in Namy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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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라 비가 자주오지 않고 건조가 심한 계절이라 수분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도랑 주위에 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었다. 재배하는 농가들의 의견은 천마재배가 양호하게 잘 될 경
우에는 버섯 자실체 발생이 않되며, 반대로 재배가 불량하면 
자실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뽕나무버섯류에 대해서는 일찍이 산림청의 김현중, 강원대

학교의 성재모가 많은 연구를 하였다. 김 등(1992)은 수목병원

균으로 알려져 있는 A. mellea의 자실체를 인공적으로 발생하

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이 천마를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자실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

므로 자실체 생산도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성 등(1995)은 A. mellea는 한국에서도 잣나무의 조림지에

서 병원균으로서 피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A. 
gallica, A. ostoyae, A. mellea, A. tabescens를 이용하여 천마재

배와 자실체 발생 시험을 하였다. 실제 천마 생산은 A. gallica에
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버섯 자실체는 이 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A. ostoyae, A. mellea, A. tabescens에서만 발생하

였다. 또한 뽕나무버섯속에 대한 분류도 하여 다양한 종을 보고 
하였다(성 등, 1997).

농촌진흥청의 오 등(2002)도 뽕나무버섯속 83계통을 이용하

여 rDNA의 ITS영역의 염기서열 분석으로 천마재배에 이용되

는 종은 A. gallica로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보급된 천마

균1호 품종도 이 종으로 확인되었다.
성 등(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자연산 천마가 많이 자

라고 있다. 천마가 자라는 곳이면 반드시 이 천마버섯균이 땅속

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마버섯 자실체도 발생되어 포자를 공
기 중에 날리어 퍼뜨릴 것이다. 천마버섯균의 품종 육성을 위하

여 자실체 발생은 중요하다. 자실체 발생지에 대한 생태학적 조
사는 자실체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2012년에 전국의 주요 천마재배 지역에 천마버섯 자실체 발
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자실체 발생은 10월 17일경 거의 동
시에 경기도 남양주, 경북 상주, 경북 김천에서 이루어졌다. 자
실체가 발생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자실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시기인 버섯 발생 2주전의 온도 및 강수량을 조사하였다. 기온

은 최저 3~23℃, 최고 15~26℃, 평균 9.9~17.5℃였으며, 강수량

은 10월 10일에 0.5~1.0mm, 10월 17일에 2.5~4.5mm를 기록하

였다. 자실체 발생지는 5년 전에 천마를 재배하였고 지금은 다
른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잡초가 많이 우거진 상태였다. 발
생지는 경사가 15도 정도로 다소 있는 동향으로 양토로 이루어

져 있었다. 천마를 재배한 밭과 이웃 밭 간의 작은 도랑을 중심

으로 양쪽 옆으로 자실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수분이 항시 있
고 잡초가 우거진 상태였다. 자실체는 참나무 원목이 아닌 토양

위에서 발생하였다. 군생으로 발생도 하였지만 자실체가 1-5개 
정도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실체 발생지를 자

세히 살펴본 결과 간혹 검정색의 굵은 균사속을 따라 자실

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실체를 뽑아보니 자실

체 기부에 균사속이 붙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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