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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hrooms growing spontaneously in the Juwang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from April to October 2017 for
supporting management of higher fungi and creating a bio-diversity database of the park. In total, two divisions, eight classes, 21
orders, 85 families, 225 genera, and 503 species were detected. Among them, 247 species belonged to order Agaricales, which
occupied 48.8% of the population, followed by members of orders Polyporales and Russulales. The mushrooms were abundant in
August, and an altitude of 300-400 m above sea level was optimal for their growth, such as those found at Sanguijigu, Deajeonsa,
and Geodaeri semgoal areas. Furthermore, Macrolepiota procera and Sarcodon aspratus, which belong to criteria of climate
change, were detected in thi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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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버섯이라고 불리는 자생버섯은 식물과는 달

리 엽록소를 함유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종속영양생활을 영위한다. 이 과정에서 죽은 나무나 떨어

진 낙엽 등을 분해하며 생태계의 건전한 순환고리가 형성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군이다. 버섯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생육특성 상 장마철

에 많이 발생한다. 강수량과 평균기온에 의해 크게 좌우

되므로 버섯 발생이 대부분 장마철을 전후해서 많이 발생

하게 된다.

태백산맥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주왕산국립공원은 기

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국립공원으로 최근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침엽수림, 활엽

수림, 혼효림 등 다양한 식생환경과 지질환경을 보이고 있

는 주왕산국립공원은 자생하는 버섯류의 종다양성이 풍부

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생버섯 분

포상은 2008년 처음으로 조사되어 14목, 45과 104속으로

총 228 종이 보고되었다(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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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왕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자생버섯상을 세

밀한 조사하여 공원 내 자생하는 자원생물에 대한 기초자

료로 이용되며 향후 야생버섯류의 발생 및 변화 추이의

파악 및 효율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길 기대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기간 및 방법
현지조사는 2017년 4월~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9차에

걸쳐 26일 동안 수행하였으며, 월 1회 기본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버섯 발생이 많은 시기인 7~8월 사이에는 월

2회 조사하였다.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를 위한 지침서에

제시된 30개의 격자 중 중점조사격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 탐방로 또는 하천을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

하였으며 조사경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육안적 관찰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범위로 하였다(Fig. 1). 

분류동정

주왕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버섯의 분류체계는 CABI

의 Index Fungorum(http://www.indexfungorum.org/)에 준

하여 정리하였다. 국명은 국립공원 자원관리통합시스템의

종목록과 한국균학회의「2013년 한국의 버섯목록」을 바

탕으로 부여하였다. 채집된 표본의 동정은 J. Breitenbach/

F. Kränzlin(1984, 1986, 1991, 1995, 2000, 2005), Ikeda

(2005) Imazeki etc.(1988), Singer(1986) 그리고 Seaver

(1978) 등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비

교를 위해 주왕산국립공원 고등균류 자연자원조사(2008)

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출현종의 사진을 촬영하고 형태

적 특징과 발생환경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1차 동정

하고 동정이 어려운 종은 샘플을 채집하여 참고문헌 대조

와 현미경 관찰 및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Total

DNA는 버섯의 표본의 5 mg을 채취하여 (주)바이오니아

DNA 추출 키트 (AccuPrep
®
 Genomic DNA Extraction

Kit)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PCR은 ribosomal DNA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의 염기 부분을 프라이머

ITS 1F (CTTG GTCA TTTA GAGG AAGT AA)와

LBW (CTTT TCAT CTTT CCCT CACG G)를 이용하여

증폭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생버섯상

조사 결과 출현한 버섯은 2문, 8강, 21목, 85과 225속,

503분류군이었다(Appendix 1). 담자균이 3강 16목 67과

449분류군, 자낭균이 5강 7목 18과 54분류군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중 441종이 주름버섯강에 속하여 전체 출현종

의 87.6%를 나타났다. 주름버섯목이 246 종으로 48.8%

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구멍장이목이 53종, 무당버

Fig. 1. Location of Juwangsan National Park (left down) and the sections where the wild mushrooms surveyed in 2017. The
points indicate the location of mushroom found. Letters means the different sections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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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목 48종, 그물버섯목이 41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단일 과, 단일 속으로 광대버섯과의 광대버섯속에서 33종

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종이 발생하였다. 이는 대형종으

로 관찰이 용이하고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여 종 동정에

용이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분포 및 서식 현황
주왕산국립공원의 지역별 발생종수를 비교하면 대전사

인근 탐방로에서 149종, 거대리 샘골 인근에서 141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종이 조사되었다. 특히 비단그물버섯,

녹슨비단그물버섯과 같은 소나무 공생균 분포가 넓고 다

양하게 관찰되었다. 절골지구 118종, 상의지구 주봉탐방

로에서 102종이 조사되었으며 애광대버섯, 쓴송이 등이

출현하였다. 9월 이후 조사에서는 비단그물버섯류와 광대

버섯류와 같은 대형종들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상의지구,

21격자 내의 낙엽활엽수림 내, 소나무가 섞여 혼생하는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자생버섯의 분포는 온도 편차가 발생할 정도로 지역

간 고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시기에 따라

출현종의 편차가 심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이더

라도 4-6월 보다는 7-8월에 더 많은 버섯 종다양성이 조

사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의 조사시기에는 본 조사 시

출현종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 조사를 시행

하여 지역 간 종다양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격자별로는 중점조사지역인 상의지구 21격자 내에 있

는 국립공원사무소 인근에서부터 대전사, 주왕산 주봉을

잇는 탐방로를 따라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Fig.

1). 16번 샘골 인근의 경우 계곡을 주변으로 습기가 유지

되어 지상에 발생하는 버섯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는

데 방귀버섯류와 비단그물버섯류의 버섯들이 다수 출현

하였다.

시기별 출현한 버섯 종 수와 종류
월별 발생 종수는 4월에 41건에 26분류군, 5월에 58건

에 43분류군, 6월에 102건에 47분류군, 7월에 222건에

85분류군, 8월에는 362건에 257분류군, 9월 128건에 106

분류군, 10월에는 83건에 71분류군이 관찰되었다(Fig. 2). 

본 조사 시기에 가뭄의 영향으로 4-7월 상반기 동안에

는 목재, 낙엽, 가지 등을 분해하는 부후균만 발견되었고

버섯 발생량이나 종 다양성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였다. 한

편, 수목의 뿌리와 공생하는 광대버섯류와 그물버섯류, 무

당버섯류와 같은 대형 균근균은 8월 이후 비가 내린 후부

터 발생하였다. 버섯의 종류에 따라 삼색도장버섯과 소나

무옷솔버섯, 치마버섯 등은 시기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느타리, 목련균핵버섯, 애기볏짚버섯 등은 봄

Table 1. Number of family, genus and species of wild
mushrooms found in Juwangsan National Park in 2017

분 류 군 과 속 종

Division BASIDIOMYCOTA 담자균문

AGARICOMYCETES 주름버섯강
Agaricales 주름버섯목 22 89 246
Auriculariales 목이목 1 3 4
Boletales 그물버섯목 9 17 41
Cantharellales 꾀꼬리버섯목 3 5 12
Corticiales 고약버섯목 1 4 4
Geastrales 방귀버섯목 1 2 5
Gloeophyllales 조개버섯목 1 1 1
Gomphales 나팔버섯목 3 4 7
Hymenochaetales 소나무비늘버섯목 4 7 11
Phallales 말뚝버섯목 1 4 4
Polyporales 구멍장이버섯목 8 37 53
Russulales 무당버섯목 7 10 48
Thelephorales 사마귀버섯목 2 2 4
Incertae sedis 미확정분류목 1 1 1
DACRYMYCETES 붉은목이강

Dacrymycetales 붉은목이목 1 4 5
TREMELLOMYCETES 흰목이강

Tremellales 흰목이목 1 1 3
Division ASCOMYCOTA 자낭균문

LEOTIOMYCETES 두건버섯강
Helotiales 고무버섯목 7 11 22
PEZIZOMYCETES 주발버섯강
Pezizales 주발버섯목 4 8 12
SORDARIOMYCETES 동충하초강

Hypocreales 동충하초목 2 4 5
Xylariales 콩꼬투리버섯목 3 8 11
Orbiliomycetes 바퀴버섯목 1 1 2
Eurotiomycetess 흰가시동충하초목 1 1 1
Incertae sedis 미확정 목 1 1 1

합계 85 225 503

Fig. 2. Number of species of wild mushrooms found on
different months in Juwangsan National Park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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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마시기가 되면 가장 많은 버섯이 출현해

야 하나 본 조사 시기 중 4-7월 시기까지 비가 거의 내리

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버섯이 거의 출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고사목 등에 발생하여 오래 관찰되

는 민주름버섯류의 노균 위주로 출현하였다. 8월에 비가

내린 이후에 늦게 발생하긴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길이나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개체수 발생들이 빈약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균사체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경

향으로 보인다. 9월과 10월에는 다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버섯들이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고도별 자생버섯 분포상
고도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해발 300-400 m 사이에

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Fig. 3). 해발 500 m 이상

의 지역에서는 버섯발생량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고도 상

승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사면 경사의 기울

기가 심해서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 등의 영향으로 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산 등이 발생하여 야생버섯

류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Fig. 3).

미기록종 및 기후변화지표종
조사기간 동안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10종이 확인되었

다(Table 2).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버섯의 DNA 염기서

열분석을 의뢰한 결과 JW17051, JW17245, JW17268,

JW17298 등 4종은 국내 기록종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6종은 종명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어서 차후 지속적인 서

식지 관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종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중 멸종위기종과 같은 보호

종은 화경버섯 1종이 선정되어 있다. 본 조사시 주왕산국

립공원에서는 화경버섯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식

환경으로 봐서는 화경버섯이 자생할 수 있는 식생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발생시기에 맞춰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한다면 서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은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가 축

소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며, 발생시기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버섯 종으로 2017년 기준, 송이, 노루털버섯, 팽

나무버섯, 큰갓버섯, 흰굴뚝버섯 등 5종을 말한다. 이중

본 조사시기에는 송이와 흰굴뚝버섯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노루털버섯(Sarcodon aspratus), 큰갓버섯, 팽이버섯은 소

수 발생이 확인되었다. 한편, 주왕산 일대는 송이 산지로

알려져 있어 강수량이 충분한 시기가 되면 송이, 흰굴뚝

버섯 등도 서식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이 많이 채

취하고 있다는 증언과 임황, 지형 등을 살펴본 결과로는

강수량이 충분할 경우 많은 개체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

된다.

주왕산국립공원 자생버섯 조사는 2008년 자연자원조사

를 통하여 처음 수행되었으며, 당시 기록된 종은 총 50과

113속 204종이었다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8). 금번 2017년의 조사에는 85과의 503분류군이 조

사되었다. 2008년 조사 시 출현종이 본 조사 시 다시 조

사된 자생버섯은 137종이었으며, 2008년 조사와 비교해
Fig. 3. Number of occurs of wild mushrooms found at
different altitude in Juwangsan National Park in 2017

Table 2. Diagnosis of wild mushrooms found in Juwangsan National Park in 2017 by analysis of ribosomal DNA sequences in
ITS. 

표본번호 표본종명(의뢰자) 분석결과(분석자) 상동성 (%) 국 명

JW17051 Amanita oberwinklerana Amanita excelsa 99 방추광대버섯

JW17245 Amanita hamadae Amanita subjunquillea 99 개나리광대버섯

JW17093 Gymnopus impudicus Rhodocollybia sp. 93 철쭉버섯속

JW17114 Alpova diplophloeus Rhizopogon sp. 97 알버섯속

JW17145 Boletus fuscopunctatus Boletus sp. 90 그물버섯속

JW17175 Cortinarius bibulus Inocybe sp. 89 땀버섯속

JW17190 Gymnopus foeidus Mycena sp. 97 애주름버섯속

JW17238 Lactarius atlanticus Lactarius sp. 99 젖버섯속

JW17268 Clitocybe sp. Singerocybe alboinfundibuliformis 100 나팔깔때기버섯

JW17298 Antrodiella faginea Trametes conchifer 99 구멍집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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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8년의 조사 시기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간의 조사결과로 이는 버섯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시기의 조사이다. 본 조사는 4월

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이상 꾸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

이므로 자생버섯의 종다양성을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고 볼 수 있다.

2008년 조사시기에도 비단그물버섯속의 버섯들이 가장

많은 개체수와 조사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

는데, 본 조사 시에도 녹슨비단그물버섯과 큰비단그물버

섯, 젖비단그물버섯 등 소나무를 기주로 하는 외생균근성

공생균이 가을 들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개체수가

많았다. 본 조사시기에는 특히 강수량과 연관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추후 강

수량이 충분한 시기에 조사할 시에는 좀 더 다양한 자생

버섯상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주왕산국립공원 내 자생버섯 자원의 서식지별 관리방안

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

개월 동안 버섯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된 버섯은 2문,

8강, 21목, 85과 225속, 503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분류군

별로 보면 주름버섯목이 247분류군으로 48.8%의 분포를

보였으며, 구멍장이버섯목과 무당버섯목이 뒤를 이어 다

수 발생하는 종으로 확인되었다. 8월에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해발고도 300- 400m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는데 이 중 상의지구, 대전사 인근지역과, 거대

리 샘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버섯 종류가 조사되었다. 기

후변화지표종 중 큰갓버섯과 노루털버섯(능이)이 출현하

였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7년 한국국립공원연구원의 주왕산국립공

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다.

REFERENCES

Breitenbach J,  Kranzlin F. 1984. Fungi of Switzerland, Volume 1,
Ascomycetes. verlag Mykologia, Lucerne.

Breitenbach J,  Kranzlin F. 1986. Fungi of Switzerland, Volume 2,
Non gilled fungi. verlag Mykologia, Lucerne.

Breitenbach J,  Kranzlin F. 1991. Fungi of Switzerland, Volume 3,
Boletus and agarics 1nd part. verlag Mykologia, Lucerne.

Breitenbach J,  Kranzlin F. 1995. Fungi of Switzerland, Volume 4,
agarics 2nd part. verlag Mykologia, Lucerne.

Breitenbach J,  Kranzlin F. 2000. Fungi of Switzerland, Volume 5,
agarics 3nd part. verlag Mykologia, Lucerne.

Kranzlin  F. 2005. Fungi of Switzerland, Volume 6, Russulaceae.
verlag Mykologia, Lucerne.

Ikeda Y, 2005, Mushrooms and Toad stools Pictured Book of
Hokuriku. Hashimoto Kakubundo. Japan. pp. 395. 

Imazeki R, Otani Y, Hongo T. 1988. Fungi of Japan. Yamakei
Pubulishers. Tokyo. pp. 623.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8. Natural resource survey of
Juwangsan National Park

Seaver FJ. 1978. The North American Cup-Fungi. Subrecht &
Cramer Monticello, N.Y. pp. 198-200.  

Seok SJ, Lim YW, Kim CM, Ka KH, Lee JS, Han SK,  Kim SO,
Hur JS, Hyun IH, Hong SG, et al. 2013. List of mushrooms in
Korea. Seoul: Korea Society of Mycology.

Singer R. 1986. The agaricales in modern taxonomy, 4th ed.
Koeltz Scientific Books. Koenigstein. Germany. pp. 981.

Index Fungorum (http://www.indexfungorum.org/)에서 2017. 11
월 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