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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hrooms growing in the Wolchul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from April to October 2018. As a result of
this survey, 2 divisions, 9 classes, 24 orders, 71 families, 177 genera, and 407 species were found. Among them, 3 classes, 16
orders, 55 families, 150 genera, and 370 species belonged to Basidiomycota, while 6 classes, 8 orders, 16 families, 27 genera,
and 37 species belonged to Ascomycota. The species richness was the highest in September at the altitudes between ~100
and 200 m. Among the investigated sites, the most diverse species occurred in the Gyeongpodae area. In this survey we
found, Macrolepiota procera, Suillus bovinus, and Amanita pantherina, all of which have been known a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CBIS). Based on the DNA sequence analyses, Craterellus parvogriseus was confirmed as a new
record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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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월출산국립공원은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타 국

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작은 데다 노출된 암석지대가 많

고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적은 환경 때문에 타 국립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버섯의 발생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낙엽활엽수군락이 우점하며 편백, 리기다소

나무, 소나무 등으로 구성된 침엽수림과, 난대성수종인

동백나무와 사스레피나무, 붉가시나무 등이 혼재하고, 일

부 지역에는 대나무와 이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등 비

교적 다양한 식생환경을 보이고 있다(Oh et al., 2000).

외생균근성 버섯은 식물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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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사가 나무 뿌리에 부착되어 서로 영양분을 교환하는

관계를 형성한다(The Korean Society of Mycology,

1998). 따라서 식생의 서식조건에 따라 자생하는 버섯류

의 종다양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월출산의 식생환경은 다양한 버섯류가 서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자생하는 버섯류는 약

2,1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담자균문에 속하는 버섯은

83과 1,809종 (아종, 변종 및 형태종 포함), 자낭균문에

속한 버섯은 44과 289종 (아종, 변종 및 형태종 포함)으

로 정리되고 있다(Lee, 2013). 월출산국립공원의 버섯류

에 대한 분포상은 제2기 자연자원조사(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9) 에서 38과 154종이 조사

되었고, Jang(2014)의 조사결과 56과 298종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공

원자원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

른 자생생물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공

원에 자생하는 자생버섯류의 종다양성 확보와 고도별, 격

자별 분포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자생생물의 효율적

인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및 방법

조사기간 및 범위
월출산국립공원 내 버섯상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10

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총 10 회 수행하였다. 접근 가능한

좌우 산림지역과 산 정상부분 까지, 조사 경로에서 진출

입이 가능한 범위로 하였고,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제시된 격자(2 km×2 km)를 조사범

위로 하였다(Fig. 1).

분류동정

현장에서 형태적 특징과 서식환경 등을 통해 1차 동정

하고 현장에서 동정이 어려운 종은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

하였다. 버섯조사 현장에서 출현한 모든 종을 사진 촬영하였

고 형태적 특징과 발생환경을 기록하였다.버섯의 명명체계는

CABI의 Index Fungorum(http://www.indexfungorum.org/)을,

국명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9)과 한국균학회의 한국의

버섯목록(The Korean Society of Mycology, 2013)을 바

탕으로 부여하였다. 버섯 종 동정과 다른 종과의 대조는
Breitenbach and Kränzlin(1984), Breitenbach and Kränzlin

(1986), Breitenbach and Kränzlin(1991), Breitenbach

and Kränzlin(1995), Breitenbach and Kränzlin(2000),

Imazeki et al.(1988) 등의 문헌과 Kränzlin(2005),
Imazeki and Hongo(1989), Jadson et al.(2019), Japanese

Society of Cordyceps Research(2014) 등을 참고하여 동

정하였다.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표본 WC18158은 AccyPrep®

Genomic DNA Extraction Kit (Bioneer Korea)를 이용하

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LSU rDNA 영역의 증

폭을 위해 프라이머 LROR과 LR16(Vilgalys and Hester,

1990)을 사용하였다. 분석된 염기서열은 미국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GenBank에 등록되어 있는 유사종들의 염기서열과 비교

하였다. 계통수는 MEGA 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Kimura

2-parameter 염기서열 치환모델을 적용한 neighbor-

joining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Bootstrap 분석을 1000회 반복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생버섯상

본 조사를 통해 총 2문, 9강, 24목, 71과, 177속, 407종

의 버섯을 확인하였다(Appendix 1). 담자균문에 속하는

버섯이 3강 16목 55과 150속 370종, 자낭균문에 속하는

버섯이 6강 8목 16과 27속 37종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61종이 주름버섯강에 속하여 88.7%를 나타났다. 주름버

섯목이 187종으로 45.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

물버섯목이 55종, 구멍장이버섯목 45종, 무당버섯목 33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과별로는 그물버섯과 41종, 주

름버섯과 32종, 광대버섯과 29종, 낙엽버섯과 및 구멍장

이버섯과는 26종, 무당버섯과 25종이 발생하여 그물버섯

과가 가장 많은 종이 조사하였다. 이는 Jang(2014)의 조

사 결과에서 무당버섯과가 3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 그물

버섯과, 광대버섯과, 주름버섯과, 구멍장이버섯과의 순인

것과 다소 순위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으나 과별로 우점하

는 분류군은 서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Location and sections of the Wolchulsan National
Park surveyed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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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한 버섯 종 수와 시기별 우점종
버섯은 자실체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습한 환경을 선호하므로(Kim. et al., 2002) 강수량과

기온에 따라서 발생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생물군이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철을 기

준으로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본 조사 시 5월에 비가 충분히 내려서 버섯발생량이 많

아진 후 6월부터 8월까지 버섯발생량이 많아져야 할 시기

에 가뭄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2). 비가 충분히 내리고 온도가 내려간 9월 조사 시

에 버섯 발생종수가 증가하여 197종(48.8%)이 발생하였

고 버섯 발생은 283건이 기록되었다. 4~6월에는 지상에

발생하는 버섯류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고사목에 발생하

는 목재부후균 위주로 조사되었으나 7~9월 고온기에 들

어서면서 광대버섯류, 무당버섯류, 그물버섯류와 같은 대

형 버섯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격자별 분포 및 서식 현황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의 버섯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연구원의 자연자원조사지침에서 제시한 26개의

격자(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18)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 결과 본 조사에서는 격자는 15개 격자를 조

사하였다(Fig. 1, Table 3). 전체적으로 경포대탐방로, 천황

사탐방로, 도갑사-구정봉탐방로에서 버섯이 많이 발생하였

는데(Table 2), 특히 바위가 많은 산봉우리 보다는 탐방로

인근에서 많은 종이 출현하였다. 천황사탐방로 주변에는

검은망그물버섯이 대량 발생하여, 넓은 면적에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원인이 될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

아서 추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격자 5번 천황사탐방로와 15번 격자에서 광대버섯류,

그물버섯류 등 173종, 227건의 버섯발생이 확인되어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였다(Table 2). 이는 경포대 탐방로 주변

의 경우 계곡을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서 연중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격자 7번에 위

치한 도갑사-구정봉탐방로에서 108종, 188건의 버섯이 발

생하여 천황사탐방로에 이어 서식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3). 

고도별에 따른 버섯류의 분포상을 살펴보면 101~200

m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Fig. 3). 이 구간에

Table 1. Number of mushroom taxa found in the
Wolchulsan National Park in 2018.

Classification Family Genus Species
Division BASIDIOMYCOTA (담자균문)
AGARICOMYCETES (주름버섯강)

Agaricales (주름버섯목) 21 62 187
Auriculariales (목이목) 1 2 4
Boletales (그물버섯목) 9 22 55
Cantharellales (꾀꼬리버섯목) 2 4 9
Corticiales (고약버섯목) 1 2 2
Geastrales (방귀버섯목) 1 1 3
Gloeophyllales (조개버섯목) 1 1 2
Gomphales (나팔버섯목) 1 1 1
Hymenochaetales (소나무비늘버섯목) 3 7 12
Phallales (말뚝버섯목) 1 3 3
Polyporales (구멍장이버섯목) 5 29 45
Russulales (무당버섯목) 5 8 33
Thelephorales (사마귀버섯목) 1 3 4
Incertae sedis (미확정분류목) 1 1 1

DACRYMYCETES (붉은목이강)
Dacrymycetales (붉은목이목) 1 3 5

TREMELLOMYCETES (흰목이강)
Tremellales (흰목이목) 1 1 4

Division ASCOMYCOTA (자낭균문)
Dothideomycetes (입술버섯강)

Gloniaceae (국명미확정) 1 1 1
LEOTIOMYCETES (두건버섯강)

Helotiales (살갗버섯목) 4 7 10
Leotiales (두건버섯목) 2 3 3
Patellariales (자루컵버섯목) 1 1 1

PEZIZOMYCETES (주발버섯강)
Pezizales (주발버섯목) 2 2 4

Orbiliomycetes (바퀴버섯강)
Orbiliomycetes (바퀴버섯목) 1 1 1

SORDARIOMYCETES (동충하초강)
Hypocreales (동충하초목) 2 3 5

XYLARIOMYCETIDAE (콩꼬투리버섯강)
Xylariales (콩꼬투리버섯목) 3 9 12

Total 71 177 407

Fig. 2. Number of species of wild mushrooms occurred in
the Wolchulsan National Park from April to October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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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른 고도구간에 비해 버섯 발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489건) 이는 이 구간에 숲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유기질 토양이 분포하고 있어 균사체가 살아가기 좋

은 환경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바위로 형성

된 지역이 넓은 월출산국립공원은 토양 위에 자라는 버섯

보다는 고사목에 자라는 버섯이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또

한 해발 400 m 이상에서는 버섯류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Fig. 3), 이는 대부분 암반으로 이

루어진 월출산국립공원의 지형지질적인 특성과 아울러 고

도 상승에 따른 기온 차, 토양수분 및 공기 중 수분 부족

등과 토양층 형성이 부족한 점(Jang, 2014)이 균사체의

생장 및 버섯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종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CBI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과 후보종

은 큰갓버섯, 마귀광대버섯, 느타리, 표고, 노루궁뎅이, 황

소비단그물버섯, 팽나무버섯 등 7종이 지정되어 있고, 후

보종으로 노란개암버섯, 배젖버섯 2종이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갓버섯, 마귀광대버섯, 황소비단그물버

섯이 출현하였고,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후보종인 노란개

암버섯, 배젖버섯 2종이 출현하였다. 환경부 지정 국외반

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중 버섯은 2020년 현재 47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 시 164종의 출현을 확인하였다
(Appendix 1). 

미기록종

본 조사를 통해 채집된 버섯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버섯을 선발하여 DNA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발된 표본 중 LSU rD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Blast

Table 2. The number of species and representative taxa
occurred in different sites of Wolchulsan National Park

Sites No. of 
species Representative taxa 

남풍리 신성재 탐방로 1 가랑잎꽃애기버섯

누릿재탐방로, 정약용유배길 73 달걀버섯, 말징버섯, 맑은애주름버

섯, 애광대버섯

동원농장 인근 21 갈색꽃구름버섯, 구름송편버섯,

 마른진흙버섯

월외지구 둔골 7 마른진흙버섯, 테옷솔버섯, 소나무

옷솔버섯

무위사관찰로 45 버터철쭉버섯, 흰꽃무당버섯, 구멍

빗장버섯

경포대탐방로 227 참나무밭그물버섯, 마귀광대버섯, 

황소비단그물버섯

상월리 금생재 19 밀꽃애기버섯, 청머루무당버섯, 

말불버섯

성전저수지 - 더부내 18 부채버섯, 검은안장버섯, 세발버섯, 

냄새무당버섯

대동재탐방로 15 좀목이, 족제비눈물버섯, 등색가시

비녀버섯

산성재탐방로 2 밀납흰구멍버섯, 불로초

개신리 천황사지구 193 불로초, 애기방귀버섯, 앵두낙엽버

섯, 검은망그물버섯

탑동약수터길 50 때죽도장버섯, 노란턱돌버섯, 털목

이, 큰말징버섯

도갑사 – 구정봉 탐방로 188 녹색쓴맛그물버섯, 황소비단그물

버섯, 자주졸각버섯

바람재삼거리 - 경포대탐방로 33 양산버섯, 좀환각버섯, 목이, 말불

버섯

Fig. 3. Number of occurrence of wild mushrooms at
different altitude in the Wolchulsan National Park in 2018.

Table 3. Comparison of species diversity of wild mushrooms in Wolchulsan National Park investigated in 2009 and 2018.

Section No. 1 3 4 5 7 8 9 10

No. of species
2009 - - - 30 36 84 14 12
2018 1 15 2 163 108 58 28 87

Section No. 13 14 15 18 19 20 21 Total

No. of species
2009 40 - 28 - - - - 154
2018 18 47 173 17 14 5 1 407

*The locations of sections are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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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수행한 결과 WC18158은 국내 미기록종인

Craterellus parvogriseus (MF421098)와 100% 유사도를

나타내었다. Craterellus 속의 근연종을 포함한 계통분석

결과 국내미기록종인 C. parvogriseus 와 동일한 그룹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Craterellus parvogriseus의 형태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작은뿔나팔버섯(신칭) Craterellus parvogriseus U. Singh,
K. Das & Buyck, 2017

Position in classification: Basidiomycota, Agaricomycotina,

Agaricomycetes, Agaricomycetidae, Agaricales, Omphalotaceae

Craterellus parvogriseus U. Singh, K. Das & Buyck,

in Das, Ghosh, Chakraborty, Li, Qiu, Baghela, Halama,

Hembrom, Mehmood, Parihar, Pencakowski, Bielecka,

Reczyńska, Sasiela, Singh, Song, Świerkosz, Szczęśniak,

Uniyal, Zhang & Buyck, Cryptog. Mycol. 38(3): 359

(2017)

Specimen examined: 2018. 7. 14일 영암군 군서면 도

갑리 도갑사 인근, 혼효림 내 낙엽이 덮여있지 않은, 노출

된 땅 위에서 채집하였다. Sample NO: WC18158. 
GenBank accession No. : MT974136

Habits & Habitats: 혼효림 내에서 지상에 발생하였으

며 속생하여 군락을 이루고 여름에 발생하였다. 

Morphology: 자실체는 소형이며 표면은 회색이 도는

황갈색이고 가운데가 오목한 깔때기형이며 중앙에 천공은

형성되지 않는다(Fig. 5A). 갓의 크기는 지름 0.5~1.5 cm,

갓 표면은 직립한 작은 섬유가 산재하여 붙어 있으나 드

물며, 노화되면서 갓 가장자리는 위로 파상을 이룬다. 주

름살은 명확한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고 불규칙하며 유백

색 또는 회백색이다(Fig. 5B). 자루는 0.1~0.2×1~2 cm로

갈색빛이 도는 황색이며 부드럽다. 담자기는 40~70×

10~15 µm로 길쭉한 곤봉형이고(Fig. 5C), 담자뿔은 2-6개,

포자는 9-12×7-10 µm 이며 장타원형이다(Fig. 5D). 클램

프는 없다. 

기준종인 Craterellus parvogriseus 와 자실체의 크기가

유사하고 담자뿔이 2-6개인 점, LSU sequence 분석결과,

Craterellus parvogriseus bootstrap=88% 로 같은 그룹으

로 묶였으며 Craterellus parvogriseus(MF421098)와

100% 일치하는 점에서 동종으로 판단하였다. 

Diagnosis: 본 종은 Craterellus indicus 와 자실체의 크

기 및 자루의 색은 유사하나 자실체 표면에 C. indicus 의

담자뿔은 4개이며, 갓 표면에 직립한 섬유가 없고 매끈하

며 갓 표면과 주름살의 색이 갈회색으로 같다는 점이 다

르다(Kumari. 2012). 또한 LSU sequence 분석결과

Bootstrap 값이 72%로 낮게 나타나서 신뢰도가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Craterellus parvogriseus 기준종에 비해 본 종은 자루의

색이 보다 황색이 돌고, 주름살이 보다 백색에 가까워 보

Fig. 4. A neighbor-joining tree for Craterellus spp. based on
LSU rDNA sequences. The sample sequenced in this study
was marked with red color (WC18158).

Fig. 5. Craterellus parvogriseus WC18158(A, B). A and B,
fruit bodies; C basidia ; D. basidiospores. (Scale bars: A and
B = 1 cm; C = 20 μm; D = 8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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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발생시기, 채집조건 등에 따른 발생환경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와의 비교
2009년에 수행된 월출산국립공원 제2기 자연자원조사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9) 시 총 5

강 16목 38과 85속 154종이 조사된 것에 비교해 본 조사

에서는 254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본 조

사기간에 다시 관찰된 종은 110종이었고 44종은 확인되

지 않았다(Appendix 1). 제2기 자연자원 조사기간 동안 8

번 격자에서 27과 55속 84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았으며

13번격자(40종), 7번격자(36종) 5번격자(30종) 순으로 나

타났으나 본 조사 시에는 15번 격자에서 173종이 발생하

였고, 5번격자에서 163종, 7번격자 108종 순으로 발생하

였다(Table 3). 5번격자와 7번격자의 경우 제2기 자연자

원조사 및 본 조사 시 모두 버섯 발생량이 많아서, 버섯생

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시기에는 5

월과 9월에 충분한 강수량이 내렸고 6~8월까지 가뭄이

이어진 탓으로 6~8월 버섯 발생량이 저조했던 것이 영향

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Jang(2014)에 의하면 7월에 46과 196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8월에 43과 171종, 9월에 38과 120종 순으

로 발생하였다. 이는 조사기간 내 같은 고온기 임에도 습

도 및 강수량 등 기후환경이 버섯류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월과 5월에 종 발생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금번 조사 시에는 5월에 버섯발생량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Fig. 2).

적 요

월출산국립공원 내 버섯류 자원의 서식지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

월 동안 천황사지구, 경포대지구, 도갑사지구 등 26개 격

자를 중심으로 29일에 걸쳐 임도, 계곡, 등산로, 자연관찰

로 등을 대상으로 버섯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된 버섯은 2문, 9강, 24목, 71과 177속, 407분류

군이 조사되었으며 9월에 197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

하였고, 분류군별로 보면 주름버섯목이 187분류군으로

45.9%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물버섯목, 구멍장이버섯목이

뒤를 이어 다수 발생하는 종으로 확인되었다. 해발고도

100~200 m 사이에서 489점의 좌표가 확보되어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 중 경포대지구의 격자5, 격자15번

지역, 천황사지구인 격자 7지역에서 가장 많은 버섯 종류

가 조사되었다. 기후변화지표종 7종 중 큰갓버섯, 마귀광

대버섯, 황소비단그물버섯 3종이 출현하였고, 기후변화지

표종 후보종인 노란다발, 배젖버섯 2종이 출현하였다. 현

재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476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본

조사 시 164종이 출현하였다. 또한 형태적 분석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표본 WC18158이 Craterellus

parvogriseus 로 국내 미기록종으로 동정되었다(*Appendix

홈페이지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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