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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발생환경

가. 송이란 무엇인가?
송이는 송이과(Tricholomataceae)에 속하고 소나무류 수목의 뿌리에 외생균
근(ectomycorrhiza)을 만드는 버섯이다. 한국의 송이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기
주식물인 소나무와 송이가 땅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토양환경 조건 및 송이
버섯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이 서로 어우러질 때 우리가 보
고 먹을 수 있는 버섯으로 탄생하게 된다<그림 1-1>.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
인에 의해 송이 버섯발생이 좌우된다면 송이의 인공재배가 쉽게 가능하지만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송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송
이 인공재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1-1> 송이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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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 중 인위적인 간섭에는 송이산 가꾸기가
있으며, 기상인자 중 수분 문제는 관수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
준까지 와 있다. 송이 발생은 많은 부분이 자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송이와 소나무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송이는 소나무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성을 지닌 반면에, 소나무는 송이균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
다<그림 1-2>. 즉, 소나무의 생존에 송이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하여 소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송이균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입지조건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송이가 소나무와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태적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송이 발생은 기상인자인 온습
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송이의 어린버섯(원기)이 땅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이가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온습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빛은 관
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섯이 땅위로 나온 이후에는 온습도와 빛의
영향을 받는다.

광합성 양분

소나무

송이
토양 무기양분

송이균이 자라는 곳은 생태적 인자에 의해 결정
송이 버섯발생은 기상인자가 중요

나. 송이의 생활사
송이는 독특한 입지조건을 요구하며 소나무의 양분을 전적으로 이용하면서
버섯을 만든다. 송이산 소나무림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벌목을 하면 송이가 발
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나무가 완전히 죽은 곳에서는 송이균도 따라 죽는다.
결국 송이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소나무의 양분을 전적으로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송이 발생의 다른 입지조건으로는 송이의 발생지역은 산의 해발고
도보다 산 지형이 중요하며, 대개 중턱 이상에서 버섯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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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의 시작은 일반 버섯과 마찬가지로 포자를 만들어 번식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3>. 그러나 송이가 산에서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
답을 얻지 못해 지금까지 송이균을 야외에서 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림 1-3> 송이의 생활사

포자에서 발아된 송이균사는 화합성있는 균사들이 융합하여 2핵의 균사체
를 만들고 소나무 세근에 침입하여 송이균근을 만든다. 송이는 소나무에서 양
분을 얻으면서 주변에 더 많은 균근과 균사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송이균환
(시로, shiro)의 시발체가 된다. 하나의 송이가 발생하려면, 송이균환 직경이
30～40cm 정도는 되어야 한다. 송이균과 균근은 더욱 발달하여 고리 모양의
균환이 되고 이곳에서 송이가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균환이 해마다 5～20cm
내외로 생장함에 따라 송이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다. 송이는 한번 땅에서
자라면 다년생 식물처럼 매년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년생 버
섯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소나무가 노쇠하거나 송이균이 자랄 수 없는 여건
이 되면 생명력을 잃는다.
5

임산버섯

(1) 포자
포자는 송이의 갓 부분 주름에서 만들어진다. 담자포자는 하나의 담자기에
4개의 포자를 만드는데 포자는 타원형으로 크기는 6.5～7.5㎛ × 4.5～5.5㎛
이다<그림 1-4>. 송이 갓이 벌어진 후 주름 아래에 위치한 낙엽 혹은 갓이 겹
쳐져 있는 곳의 아래쪽 갓 표면이 밀가루를 옅게 흩뿌려 놓은 것 같은 모습
을 하고 있다. 포자는 갓이 수평으로 벌어질 때 최대로 산포되는데, 그 수는
하루에 적게는 60～70억 개 혹은 많게는 100억 개 정도가 된다. 포자에서 송
이균의 분리는 포자 발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0.001%
n-butyric acid에서 23%의 높은 발아율을 보이고 있다(Iwase, 1992).

<그림 1-4> 송이 포자

(2) 균사
토양 속에서 송이 균사들은 토양입자들을 얽어 매주면서 토양의 물리화학
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균사들은 토양입자들이 엉성한 곳에서는 균사다발로
뻗어나가고 토양 입자들이 빽빽한 곳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실 같은 균사들
을 촘촘히 뻗어서 생장하고 있다<그림 1-5>.
균사의 생육온도는 23℃ 내외로 30℃가 초과되면 균사들은 죽는다. 생육
최적 pH는 pH 5～6 사이이고, pH 4 이하 혹은 pH 7 이상에서는 생장이 좋지
않다. 송이균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림 내 pH는 대개 pH 4～5 사이로 송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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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성조건에서 생육함을 알 수 있다. 송이균의 생장은 매우 느려서 PDA 배
지에서 한달에 2cm 정도 자란다<그림 1-6>.

<그림 1-5> 송이균환 균사

<그림 1-6> 송이 균총(PDA 배지)

(3) 송이균근
송이균은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소나무의 어린뿌리에 침입하여 송이균근을
만든다. 송이균이 소나무 뿌리에 침입하기 시작하면 옅은 적갈색이 암갈색이
되고 결국 검은색으로 변한다. 뿌리의 표면은 균투(균사층)를 만들고 피층 속
에 세포간균막(Hartig net, 하티그망)을 만들며 전형적인 외생균근의 모습이다
<그림 1-7>.

<그림 1-7> 송이 외생균근 단면(하티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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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의 외생균근은 빗자루 모양으로 차상분지형 검은색의 균근을 만든다
<그림 1-8>. 균근의 크기는 직경이 276～435㎛, 맨틀은 15㎛ 미만, 피층은 50～
70㎛이다. 균근의 앞 쪽은 맨틀과 내부의 균사망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 통
도조직에서는 균사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균근의 중간부분부터는 쇠약해지는
모습의 뿌리조직을 만든다. 원뿌리와 균근을 연결해주는 뿌리는 가늘고, 보통
의 뿌리구조이나 피층세포가 매우 단순하게 발달해 있어 균사침입은 없으며,
중간 중간에 마디모양의 무늬가 발달되어 있다. 직경은 170～225㎛, 마디무늬
의 원직경은 270～300㎛, 두께는 45～90㎛ 정도이다.
균근 주변에는 균사체가 백색의 다발을 이루며 균근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균사들은 소나무 뿌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뻗어서 토양 속의
무기양분을 흡수하여 소나무에 공급하고, 소나무는 광합성 산물을 균근을 통
하여 송이균에 전달해 준다.
(4) 송이균환
고등균류의 균사 유형은 균사 구조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균환형, 불규칙한
균사매트형, 산재된 균총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Ogawa, 1981). 이
중 균환형을 만드는 버섯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송이<그림 1-9>와 유럽의 선녀
낙엽버섯(Marasmius oreades)이 널리 알려져 있다(Ogawa, 1981; Gregory,
1982; Ingold, 2000; 그림 1-10).

<그림 1-9> 송이균환

<그림 1-10> 선녀낙엽버섯 균환

송이균환의 초기 형성단계, 발달, 생장 등 송이균근 발달과정은 이미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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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Ogawa, 1975; Tominaga, 1978; 小川 등, 1980). 송이균환은 매년 10～
20cm, 17～23cm, 10～13cm, 혹은 5～20cm 정도씩 생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富永과 米山, 1978; 川上, 1994; 伊藤, 2000; 구, 1994).
송이균환의 단면을 보면 송이 균사층이 땅속 20～40cm 깊이까지 뻗어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1>. 65년생 소나무림에서 송이 균환의 선단 생장범
위는 연간 4～23cm로 차이가 많으나 평균 11.3cm이다(표 1-1; 가 등, 2002).
이것은 균환이 생장하고 있는 토양의 물리적 조건 혹은 주변 소나무림의 연
령 및 양분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1-11> 송이균환 단면(화살표는 균환선단 위치)
<표 1-1>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간 송이균환 선단 생장 거리
균환

균환직경(m)

생장거리(cm)

조사한 지점

1

7.04×6.90

8.9±0.8*

20

2

8.94×7.10

10.1±0.8

28

3

4.03×3.70

10.8±2.2

9

4

5.40×6.60

16.2±1.0

13

5

8.50×8.70

12.5±1.4

17

평균

6.78×6.60

11.3±0.5

(87)

* 평균±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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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균환 선단에서 송이 자실체까지의 거리는 2000년의 경우 3～36cm로
평균 13.8cm이다<그림 1-12>. 이는 송이버섯이 균환 선단으로부터 평균
13.8cm 안쪽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해 발생하는 송이는 1년 전
에 형성된 균사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송이가 균환
선단 안쪽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송이를 채취할 때는 균환을 보호하기 위하
여 버섯으로부터 약 50cm 밖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등, 20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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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

균환선단으로 송이 버섯까지의 거리 (cm)

<그림 1-12> 2000년도 송이균환 선단으로부터 송이 발생위치까지의 거리 빈도

겨울에 소나무 뿌리의 생장은 정지하고 있지만 송이 균사는 천천히 생장하
며 4～7월 사이에는 송이균과 뿌리가 활발하게 생장하면서 균환이 커진다.
또한 이 때에 충분한 양분을 축적하여 버섯이 나오는 환경조건이 되면 여름
송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7～8월은 균사와 균근의 양이 증가하면서 버섯이
발생할 준비를 거의 마치게 된다. 8월 말부터 9월로 접어들면서 지온이 1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깊이 2～8cm의 땅속에서 송이의 어린 버섯이 만들어
진다(小川, 1991; 衣川, 1963; 그림 1-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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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송이가 원기에서부터 생장하는 모습
자실체

2월

생장방향

균사로된 층이 선행

4월
활성균근대가 됨

6월
균근이 증가
8월
균환이 확대됨

10월
자실체 발생 활성균근대가 줄어듬

12월
뿌리생장은 멈추고 균사만 생장

<그림 1-14> 송이균환의 생장과 계절변화(小川,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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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이 버섯의 생장
Hamada(1953)는 송이 생장이 전형적인 S자 곡선을 그리고, 버섯이 땅위로
나오기 7～10일 전에 이미 땅속에서 원기가 만들어져 있으며, 땅위로 나와서는
10일 정도면 버섯이 종모양의 갓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Ogawa
(1975)는 야외에서 송이의 균환 발달과정을 세밀하게 제시하였고, 衣川(1963)
는 가을 기온이 19℃ 이하로 떨어져야 버섯이 발생된다고 보고했다.
버섯발생에 대한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버섯이 가장 많이 발생
한 기간의 3～5일 전에는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의 경우 대략 15일 전의 누적
강수량이 송이 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다. 가을 기온이 19℃ 이하로 떨어져야
버섯이 발생된다는 衣川(1963)의 보고와 비슷하게 대략 1주일 전에 기온이
20℃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송이가 발생한다(가, 2001).
송이의 원기발생 위치는 버섯을 채취할 때 깊이를 측정하여 추정할 수 있
다. 버섯의 발생 깊이는 평균 5.7cm로 낙엽층이 평균 2.6cm, 토양 깊이가 평
균 3.1cm이다(가, 2001). 낙엽층과 토양 깊이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
고 있다<표 1-2>. 버섯의 크기는 발생시기에 자루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느냐
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어린 버섯은 점점 자라서 땅 위로 나와
성숙한 버섯으로 생장한다<그림 1-15>. 어린 버섯이 생기고 나서 버섯의 생장
이 정지될 때까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가, 2001).
지면 위에 보이기 시작한 버섯은 5～6일째에 갓이 벌어지지 않은 1등품 모
양이 되어 채취 적기에 도달하고, 7일째부터 갓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8～10일
째에 완전히 턱받이가 자루에서 떨어져 개산한다. 이때 버섯의 높이는 생장이
급격히 늦어져서 정지함을 알 수 있다. 11～13일째에 버섯은 갓이 자루와 수
직을 이루면서 갓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그림 1-15, 가 등, 1998). 또한 버섯
이 늦게 발생할수록 버섯의 생장속도는 불규칙한 경향이 있고, 갓이 개산되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리고 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송이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송이 발생이 멈추게 된다(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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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낙엽부식층 두께에 따른 송이 자실체의 총 깊이와 토양층 깊이와의 관계
(가 등, 1998)

총 깊이

토양층 깊이

0～2

5.1 ± 1.5

3.5 ± 1.5

15

2～4

6.1 ± 1.0

3.0 ± 1.1

16

4～6

6.8 ± 0.5

2.0 ± 0.4

4

관찰된 버섯

평균 ± 표준편차

<그림 1-15> 송이 생장 곡선(가 등, 1998)
2 0 ,0 0 0
1 8 ,0 0 0
1 6 ,0 0 0
Production(kg)

1 4 ,0 0 0
1 2 ,0 0 0
1 0 ,0 0 0
8 ,0 0 0
6 ,0 0 0
4 ,0 0 0
2 ,0 0 0
5-Nov

31-Oct

26-Oct

21-Oct

16-Oct

11-Oct

6-Oct

1-Oct

26-Sep

21-Sep

16-Sep

11-Sep

6-Sep

1-Sep

27-Aug

0
22-Aug

1

대 밑부분의 깊이(cm)1

낙엽부식층
(cm)

Day

<그림 1-16> 15년간 일자별 송이 생산량(산림조합중앙회 자료)

우리나라의 송이는 6월 말～7월 초에 발생하는 여름송이와 8월 말～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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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까지 발생하는 가을송이가 있다. 예외적으로 11월 초순까지도 송이가 발
생하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송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
은 9월 말～10월 초순이다<그림 1-16>.

2

송이 종류와 산지

가. 세계의 송이 종류와 산지
송이와 송이 근연종은 북반구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1-17, Wang et al.,
1997). 송이의 종명은 마쓰타케(matsutake)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서 matsu는
소나무(pine), take는 버섯(mushroom)이라는 의미이다(小川, 1991). 그래서 송
이는 글자상으로는 소나무버섯(pine mushroom)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에서 발생하는 동북아시아 송이는 학명이 Tricholoma matsutake이
고, 거의 모두가 소나무(Pinus densiflora)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일
부지역에서는 소나무 이외에 Abies sachalinensis var. sachalinensis, 솔송나무
류 및 가문비나무 임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小川, 1991). 중
국에서는 송이를 송구마(松口蘑)라고 부르며 그 이외에도 송심(松蕈), 송고
(松菇), 송균(松菌)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주식물로는 소나무 이외에 운남송
(P. yunnanesis), 마미송(P. massoniana)에서도 송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송이는 학명이 T.
magnivelare이고, American Matsutake, White Matsutake, Hongo Blanco de
Ocote라고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주로 P. contorta, Tsuga heterophylla, Pseudotsuga
menziesii, 미국에서는 Abies amabilis, P. lambertiana, P. monticola, P. banksiana,
P. resinosus, 멕시코에서는 P. teocote 등의 산림에서 송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Hosford et al., 1997), 동북아시아 지역의 송이와는 유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럽, 북아프리카, 일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럽송이는 학명이 T.
caligatum이고, booted matsutake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지중해 지역에서 발
생하므로 특징적인 지중해성 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 역시 동북아시아 지
역의 송이와는 유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스웨덴송이는 학명이 T. nauseosum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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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 sylvestris 산림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송이
와 스칸디나비아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송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Bergius and Danell, 2000).
송이와 매우 유사종으로 중국에서는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T. bakamatsutake와
T. quercicola 종이 있다. 특히, T. bakamatsutake는 일본에서는 참나무류 같은
활엽수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한편, 중국
남부의 상록참나무 숲에서는 우리나라의 송이와 약간 다른 T. matsutake var.
quinggan(혹은 T. quercicola)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외형적으로 비슷하며, 일본은 송이 생산 국가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송이를 연간 3,000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大橋, 1999). 그 이외에 송이와 근연
종은 바보송이(T. bakamatsutake), 송이아재비(T. robustum) 등이 있다.

<그림 1-17> 송이와 송이 근연종의 버섯 발생지역(Wang et al., 1997).

나. 우리나라의 송이 산지
예전에는 송이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배 등,
2004; 표 1-3; 그림 1-18, 19). 현재 북한의 송이 산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
황이나, 남한보다는 송이산지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
료는 현재의 송이산지 비교와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산지에 대한 원인 분석
에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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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과거 우리나라의 송이 산지(배 등, 2004)
구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1454년)
(1532년)

여지도서
대동지지
(1757-1765년) (1861-1866년)

경기도

6

7

4

9

충청도

8

9

6

10

경상도

30

31

26

37

전라도

6

18

5

20

7

3

10

황해도
강원도

3

13

14

23

평안도

1

3

5

7

함길도
(함경도)

-

3

6

9

합계

54

91

69

125

<그림 1-18> 조선전기 송이의
생산 郡縣(배 등, 2004)

<그림 1-19> 조선후기 송이의
생산 郡縣(배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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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송이가 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
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기도(가평, 광주), 충청남도(예산), 전라남도(담양, 함
평, 화순)에서도 송이 수매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는 송이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송이 생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산량이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경남 고성이나 전남 장성, 담양, 구례, 순
천 등에서도 송이가 발생하고 있다(장 등, 2000). 2007년에는 서울의 북한산
에서도 송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각 시․도
지자체에서 송이 발생지 조사와 환경개선 작업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나타
나고 있다.
최근 6년간(’90～’95)의 송이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
의 약 65%, 강원도가 약 27%를 차지하여 90% 이상이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
다(그림 1-20, 박 등, 1996). 송이는 임산물 가운데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연
간 300～600톤을 일본으로 수출, 3,000～6,000만 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
다(김 등, 1999).
인제
양양
강릉
삼척
울진

봉화
안동

영덕
포항

남원

11톤 이상/년
1~10톤/년
1톤 미만/년

<그림 1-20> 우리나라의 송이 주산지(199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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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울진, 봉화,
영덕과 강원도 양양, 삼척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매년 그 순위는 해당 연도의
온도와 강수량 등에 따라 변화한다. 고성 산불(1996) 3,762ha와 동해안 산불
(2000) 23,794ha의 주요한 송이 주산지 산불피해로 송이 생산지의 판도 변화
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송이를 수매하지 않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
는데, 이것은 송이 생산량의 감소보다는 유통질서의 왜곡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1) 우리나라 송이의 기주식물인 소나무
우리나라 산림은 1/3이 송백류가 차지하며, 그 중 가장 넓은 면적에 분포하
는 것이 소나무이다(이, 1986). 송이는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므로 국내의 소나
무림 면적은 매우 중요하다. 각도 및 국유림의 산림자원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30%를 소나무림이 차지하고 있다<표 1-4>. 송이
<표 1-4> 우리나라 소나무 영급별 면적
(단위 : ha)
1

지 역

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동부영림서
중부영림서
남부영림서
전체면적

22,118
229,510
587,398
300,893
58,227
116,046
124,981
334,042
17,132
36,227
42,726
56,698
1,925,998

Ⅰ
1,479
26,456
41,436
19,996
2,033
7,333
3,350
25,258
375
1,649
5,550
4,167
139,080

Ⅱ
11,087
120,791
352,663
171,036
11,247
47,926
38,615
117,435
1,344
8,498
7,845
5,629
894,116

소나무 영급
Ⅲ
Ⅳ
8,303
616
46,252
30,454
152,729
37,930
99,226
9,638
40,088
3,123
55,311
5,042
77,593
4,843
183,841
6,795
7,358
6,878
8,458
12,690
8,991
17,746
12,202
25,114
700,352 160,869

1

Ⅴ

Ⅵ

449
3,997
2,870
580
826
307
514
376
705
2,866
2,381
6,632
22,503

184
1,560
1,760
41
910
127
66
337
472
2,066
213
2,954
10,690

발표
년도
1993
1987
1989
1990
1992
1992
1991
1991
1993
1987
1988
1989

영급 Ⅰ: 1-10년, Ⅱ: 11-20년, Ⅲ: 21-30년, Ⅳ: 31-40년, Ⅴ: 41-50년, Ⅵ: 5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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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림은 4, 5령급이다. 표 1-4의 자료를 현재
를 기준으로, 자료에 1영급씩 더해서 보면 4, 5령급의 소나무림이 45%를 차
지하고 있어 매우 풍부한 송이산 임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이의
발생은 소나무림이 20～30년생에서 시작하여 30～40년생에서 최대로 생산되
고 50년생 이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富永과 米山,
1978).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송이 산지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나무가 산불 혹은 간벌로 없어지면 송이균이 죽는 것으로 보아 송
이는 절대적으로 소나무의 양분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송이 발
생림의 환경악화와 소나무림의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한 소나무림의 생태계
변화 및 소나무림의 산불피해로 송이 산지가 감소하여 매년 약 7%의 송이 생
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oo and Bilek, 1998).
(2) 송이 산지의 모암 및 토양조건
송이산의 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의 근본이 되는 모암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질도에서 대략적인 적지범위를 알 수 있다. 우리나
라의 송이 주산지는 화강암, 화강편마암 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안산암, 수성
암의 경사암, 점판암지대 및 화성암의 안산암지대에서도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이 등 1983). 이러한 암석은 산성암이라고 불리는 것이 많고 풍화하여
생긴 토양도 산성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송이균의 번식에 적합한 것으
로 생각된다.
<표 1-5> 송이산의 주요 모암인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의 분포 면적
석재자원

화성암

화강암

화강편마암

분포면적(ha)

6,074,795

2,467,944

1,582,606

758,341

비율(%)

100

41

26

12

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이 1992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최 등,
1992), 우리나라의 석재자원은 총 6,074,795ha에 이르고 송이 발생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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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모재로 알려진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은 2,340,947ha로 전체의 38%를 차지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송이 생산을 위한 매우 풍부한 지질 조건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표 1-5>.
송이는 유기물이 거의 없는 메마른 사양토, 사질양토를 좋아하여 일반적으
로 산의 정상이나 산등성이에 주로 분포하며(표 1-6; 허, 2002), 토질은 풍화
한 암석의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서 이루어진 잔적토로 불리는 토양으로 되
어있다. 잔적도 기반의 토양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토양이기는
하지만 양분이 적고 메마르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에는 좋지 않다. 또한 장소
에 따라 풍화한 토양이 유실되어 암석이 노출되거나 풍화가 진척되지 않아서
토층이 얇은 경우도 있다.
<표 1-6> 우리나라 대표적인 송이산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허, 2002)
1

1

1

2

2

2

2

양양

삼척

홍천

울진

봉화

청도

남원

하동

토성3

SL

SL

LS

LS

SL

SL

SL

L

pH

4.98

5.29

5.01

5.46

4.20

4.29

4.11

4.27

인산함량 P(ppm)

3.53

0.39

7.78

0.73

0.11

0.08

0.11

0.14

유기물

3.03

2.98

2.96

2.55

2.70

8.51

2.83

7.18

전질소

0.099

0.11

0.08

0.043

0.05

0.15

0.07

0.19

양이온치환용량

9.24

8.58

15.15

7.26

8.88

14.45

5.52

10.84

2+

0.40

2.02

1.16

0.89

1.28

1.15

1.03

1.31

2+

0.23

0.72

0.46

0.68

0.34

0.33

0.33

0.24

0.43

0.27

0.16

0.29

0.15

0.21

0.32

0.23

0.15

0.12

0.29

0.14

0.15

0.14

0.44

0.13

Ca

치환성양이온 Mg
+
(me/100g)
K

+

Na
1

1

구 분

2

3

임업연구원 미발표자료, 조덕현, 1999, SL:사질양토, LS:양질사토, L:양토

산봉우리에서 산복쪽으로 내려오면서 토양의 성질은 크게 바뀐다. 사면의
아래쪽은 토층이 두껍게 되고, 차츰 토양이 비옥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풍
화한 토양이 비나 눈, 바람 등으로 인해 이동하여 퇴적하기 때문이다. 유기물
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의 빛깔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물기가 많은
검은 빛깔이 된다. 이와 같은 흙은 식물의 생육에는 적합하지만 송이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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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가 않다. 사면의 하부나 산기슭의 퇴적한 토양, 골짜기의 급사면과 산
언덕을 계단식으로 개간한 곳, 선상지형 등의 토양은 부드럽고 기름져 있어서
적합치가 않다.
이 등의 ｢한국의 송이 발생 송림의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1983)를 살펴보
면, 화강암 지역은 기암이 나출된 돔형이 많고,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토양의 유실이 비교적 적었던 잔적토가 약간 남아있는 지점이다. 화강편마암
지역은 비교적 침식이 느리고 산등성이와 급사면이 연결되어 있으며, 송이는
산등성이와 사면 상부에 국한되어 있다.
(3) 송이산의 미생물
송이 균환부와 같이 특정한 균근이 차지하고 있는 균환부의 미생물상은 다른
양상의 토양미생물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1-7>은 송이균환의 발달에
따른 곰팡이와 방선균의 동태를 보여주고 있다(허, 2002).
<표 1-7> 송이균환부를 중심으로 시기별, 부위별 토양미생물상의 개체수 변화

곰팡이류

방선균

계절

균환통과부

자실체발생부

활성균환부

균환전진예정지

3월

49.06±31.21

130.55±112.85

61.44±29.60

508.82±225.95

6월

38.78±17.16

10.45±2.75

14.58±4.47

72.39±22.35

8월말

125.27±87.96

122.37±78.70

68.90±22.36

366.23±146.77

10월말

31.37±6.09

51.39±5.62

58.03±44.24

44.09±19.75

평균

61.12±23.37b

78.69±33.39b

50.74±14.06b

247.88±79.04a

3월

9.84±0.39

20.80±14.48

10.00±0.46

47.45±17.46

6월

4.35±0.70

2.17±0.84

3.80±1.70

5.90±2.04

8월말

8.42±2.86

16.08±6.86

18.85±16.31

18.25±8.06

10월말

10.98±1.75

4.28±1.37

5.22±1.03

7.56±2.21

평균

8.40±1.26

10.82±4.13

9.47±4.05

61.12±23.37

곰팡이의 개체수를 각 부위별 변이로 보면 균환전진예정지가 가장 많고 자
실체발생부, 활성균환부, 균환통과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실체 발생 초기
(8월 말)에는 6월보다 곰팡이의 수가 증가하나 발생 후기(10월 말)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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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들고 있다. 활성균환부의 수는 평균 50.74 c.f.u×102로
Song과 Min(1991)의 연구보고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 환경조건과 버섯상으로 본 적지판정
적지 구분

버
섯
의
종
류

최적지

적지

약간 부적지

부적지

그물버섯

흰굴뚝버섯

노란젖버섯

제주쓴맛그물버섯

비단그물버섯

흰갈색송이

냄새무당버섯

미친그물버섯

젖비단그물버섯

잿빛만가닥버섯

턱수염버섯

털밤그물버섯

젖버섯아재비

흰송이

다발구멍장이버섯

부속그물버섯

큰마개버섯

검댕이버섯

털젖버섯아재비

끈적버섯속

금버섯

고리갈색깔때기버섯

노란띠버섯

무당버섯속

황금뿔나팔버섯

그물버섯

쓴맛끈적버섯

광대버섯속

모래밭버섯

애광대버섯

송이아재비

젖버섯속

졸각버섯

붉은꼭지버섯

제주쓴맛그물버섯

낙엽버섯

알버섯

무당버섯속

가랑잎버섯

고리깔때기버섯

젖버섯속

밀버섯

끈적버섯속

애기버섯
주름버섯속

소나무림
환경

임령

유령림

약령림

장령림

노령림

부식층

거의 없음

적음

많음

매우 많음

임형

소나무 지배형

2단 혼효림

복층 혼효림

활엽수 지배형

송이발생

생산 없음

오름세~최성기 최성기~내림새

발생종료

방선균에서는 균환전진예정지의 개체수가 가장 많고 자실체발생부, 활성균
환부, 균환통과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小川(1991)는 송이균 자신이 점유할
부분에 미리 항생물질을 내어 다른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만든
다고 했으며 소나무가 내는 항생물질이 다른 곰팡이나 방선균의 침입을 저해
하는 타감작용(allelopathy)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Rice, 1995)과 관련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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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방선균이나 곰팡이의 수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활성균환부와 자실체발
생부에서 적게 나타난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활성균환부에서는 세균과
방선균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Ohara와 Hamada(1970)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송이산의 버섯상 변화는 송이산 적지판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
고 있다(小川, 1983). 그러나 소나무와 활엽수의 뿌리 상태를 넓은 범위에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표에 쌓인 부식층의 양과 그 산
에서 발생하여 온 버섯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아주 정확히 땅
속의 환경을 판정할 수 있다. <표 1-8>은 환경조건과 버섯상의 관계에서 적지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小川, 1983).
버섯의 천이는 지표면에 쌓여있는 부식층의 양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결국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의 변화와 버섯의 천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질소원와 인산이온은 버섯상 천이와 매우 관계가 깊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3

송이산 가꾸기

가. 송이산 가꾸기의 접근법
(1) 균근성 버섯상을 통한 송이산 진단
송이산에서 균환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은 균환의 발달과
함께 천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양 유기물층의 발달과 더불어 버섯상
의 변화는 송이산의 활력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송이산에 낙엽층이 많이 쌓일수록 그것을 분해하는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서식하고 땅속의 송이균과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버섯상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낙엽층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와 토성의 변화, 소나무 임령
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송이발생이 시작된는 시기에는 금버섯, 무늬노루털
버섯, 흰굴뚝버섯 등이 출현한 반면, 송이 발생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마귀
광대버섯, 젖버섯류 및 무당버섯류 등의 무리가 많아지며, 송이가 거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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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시기가 되면 균근성 버섯이 거의 없어지고 부후성 버섯이 많아진다(小
川, 1991). 이것으로 송이산이 소나무 임령의 변화에 따라 버섯상도 같이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소나무 노령 임지의 송이산에는 마귀광대버섯, 황소비단
그물버섯, 다박싸리버섯, 자주졸각버섯 등이 다른 곳에 비하여 송이 균환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송이균환의 활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송이산 쇠퇴기에 자주 출현하는 버섯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버섯들은 송이
산 관리의 지표종 역할을 할 수 있다(Park et al., 1998).
(2) 토양효소에 의한 송이산 진단
탈수소효소는 토양미생물의 전반적인 활성도 지표로 활용되는 효소로서 유
기물 분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균근성 균류인 송이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고, 유기물 분해균이 많으면 오히려 송이균의 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산림토양의 탈수소효소 활성도는
약 150～200㎍ TPF/g soil이고, 송이균환부는 50㎍ TPF/g soil 미만으로써 일
반 토양의 약 ⅓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균환부 및 균환 통과부는 균환
전방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그림 1-21; 허 등,
1998). 따라서 송이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층을 최대한 적게 하는 관
리가 필요하다.

<그림 1-21> 송이균환을 중심으로 탈수소효소의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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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적 공간지수를 적용한 발생림 임분관리
송이 발생림의 임분구조 특성을 보면, 수관투영면의 중첩 정도는 송이 자실
체의 발생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회 수관투영면이
중첩되는 곳(가장 발생량이 많은 곳은 2회 중첩된 곳이었음)에서 송이 발생량
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4회 이상 수관투영면이 복합중첩되거나 완전
한 나지상태에서는 송이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관 울폐
도가 토양의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수관 투영면의 중첩 정도에 따라 송이 자실체의 출현 빈도가 크게 달라지
는 것은 송이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지는
온도가 높은 반면 습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친 울폐는 토양의 습
도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를 야기하여 송이의 생장
이나 자실체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송이산에서 수관
중첩은 2차 울폐가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송 등, 1999).
한편, 단순한 임목밀도의 조절은 단지 임목본수와 평균 흉고직경간의 상관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분의 공간적 인자가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 포함된 RSI(Relative Spacing Index, 상대적 공간지수)를 이용하
였는데, RSI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김 등, 1998).

RSI =

입목간 평균거리
수고

× 100(%)

위의 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송이 발생림의 최소 RSI 값은 30%, 최적
은 35%, 최대 4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이산의 임분관리는 RSI 35% 내외
에서 조절하면 된다.

나. 송이산 가꾸기
송이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든다. 또한 산발적으로 작용하는 기상인자를 조절한다는 것은 더
욱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송이산 가꾸기로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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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송이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식생정리와 균환관리로 나눌 수 있다. 식생정리
는 송이가 발생하는 산림 전체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균환관리는 송이가 발생
하고 있는 균환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경제
적 여건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면 된다.
(1) 송이산 식생정리
식생정리는 송이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소나무 간벌,
하층식생 정리, 소나무 이외의 활엽수 제거가 주가 된다. 송이가 살아가기 위
해서는 소나무 뿌리에서 상당량의 양분을 얻어야 한다. 소나무의 수세가 나쁘면
충분한 양분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
벌과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임령, 지형, 토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교목층 정리
송이 발생림의 무육은 수관 사면투영면이 2회 중첩을 기본으로 하며, 수관
부가 완전히 소개되거나 4회 이상 중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임목밀도가
높은 곳은 소개를 하여야 하며 소나무 임목밀도가 낮은 곳은 활엽수를 존치
시킨다. 무육시기는 수관 사면 투영면적과 송이 자실체 발생 빈도와의 상관관
계가 밀접한 5～7월 중에 실시한다. 농산촌의 노동력 공급 등을 고려하면 6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송이 발생림은 상대적 공간지수(RSI)의 개념을 도입하여 임분관리 시 RSI
35%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RSI 35%는 임목간 거리가 임목수고의
35%를 의미하므로 잔존 소나무의 수고 35% 이내에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예를 들면, 수고 10m의 소나무가 잔존목으로 선정된 경우 소나무를 중심으로
3.5m 이내에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한편, 이 거리 내에 소나무가 없고 다른
수종이 있을 경우에는 수종에 관계없이 잔존시킨다. ha당 잔존 임목본수는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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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상대적 공간지수(RSI) 35%를 적용한 ha당 잔존 임목본수
수고(m)

6

7

8

9

10

11

12

13

14

15

본수

2,268

1,666

1,276

1,008

816

675

567

483

416

363

수고(m)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본수

319

282

252

226

204

185

169

154

142

131

(나) 초본과 관목의 정리
하층식생이 밀생하면 버섯의 양이 줄어든다. 특히 초본류의 밀생은 송이 발
생에 좋지 않다. 그러므로 지피물의 피복도가 30% 이하가 되도록 풀깎기 또는
부분굴취 한다. 진달래과식물과 콩과식물의 관목류는 적당히 남겨두고 그 밖
의 관목은 가급적 제거하되 잘라낸 그루터기를 될 수 있는 한 낮게 해 준다.
(다) 낙엽 및 부식층의 제거
낙엽과 부식층의 두께가 5cm 이상인 곳은 긁어내고 4cm 이하인 곳은 방치
한다. 작업 시 손가락 두 마디 깊이 이상인 곳은 긁어내고 그 이하인 곳은 방
치하면 된다. 송이 발생의 전체 깊이는 3～8cm 범위로 어린버섯이 형성되는
부분은 토심 1.5～6.5cm 범위이다. 낙엽층의 두께와 버섯자루 밑부분에 위치
하는 토심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송이 발생 시 낙엽층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버섯의 발생 깊이가 영향을 받으며, 어린버섯이 만들어지
는 깊이가 깊을수록 중량이나 자루길이 면에서 우수한 품질의 송이버섯 생산
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낙엽긁기를 통하여 어린버섯의 위치가 깊은 토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균환관리
송이는 고리 모양의 균환을 만들며, 균환으로부터 버섯을 발생시킨다. 균환
은 땅속으로 자라며 지표면 아래로 깊게는 40cm까지 들어가고, 매년 10～
20cm씩 전방으로 생장하면서 송이를 발생시키는데, 지나간 부분은 점차 사멸
하여 송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송이균환은 지름이 작게는 1.5m에서 큰 것
은 십여m로 발생한지 수십 년에 이르면서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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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22; 구, 1994). 송이산 내에서 균환들은 땅 속에서 생장해 나가면서 불리
한 환경, 즉 참나무류나 무성한 잡관목, 풀뿌리, 두터운 낙엽부식층 등을 만나
면 그 부분에서 송이균이 쇠퇴된다.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는 새로운 균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방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 균환의 보호·육성이 송이
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송이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
해서는 송이균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송이 발생 저
해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1-22> 송이균환의 여러 형태(구, 1994)

(가) 균환의 위치 파악
균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환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균환의 위치
를 파악한다는 것은 송이버섯이 나오게 하는 그 모체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
는가를 알아내는 작업을 말하며, 균환의 위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송이를 발생시킬 모체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균환의 위치를 파악하는 요령은 송이가 가끔이라도 나왔던 곳에
서 낙엽부식층을 걷어내고 토양을 깊이 약 2～5cm 긁어보아 송이균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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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을 찾아내고, 이 선단이 대체로 원형을 이룰 것이라 가정하며 좌우로 주
의 깊게 긁어 나가면서 확인하면 된다. 이 작업을 장마철 이전이나 송이철이
끝난 후 하면 그 해의 송이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 균환전방 중점관리
송이가 나는 장소는 매년 조금씩 옮겨가므로 결국 균환의 앞부분이 현재는
균사가 없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 송이균사가 뻗어나갈 곳이다. 그러나, 송이
균사는 유기물을 분해하지 못하고, 유기물 속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며, 낙엽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균과의 경쟁에도 약하다. 그러므로 송이균 생장을 방해
하는 소나무 이외의 잡다한 식생과 이들의 뿌리, 낙엽이나 부식층 같은 유기
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제거한 유기물은 송이가 났던 균환 뒤쪽
으로 옮겨두면 큰 문제가 없다.
(다) 경사면 하부로 향한 균환의 보호 육성
경사면 하부로 갈수록 토양수분 상태는 좋아지고 토심이 깊어져서 소나무
가 잘 자라며,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는 송이균환의 생장도 왕성해진다. 또한
경사면 하부로 균환이 뻗어가는 것은 그만큼 송이가 발생할 자리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사면 하부로 갈수록 잡관목이 우거지고 낙엽층이 두
터워져서 그대로 방치하면 균환이 사멸하기 쉽다. 그러므로 균환의 전방에 있
는 잡다한 식생과 낙엽부식 등의 유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사면
하부의 균환보호를 위한 식생정리 폭은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송이와 관계없는 계곡부의 소나무가 햇빛을 차단할 경
우에는 간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송이산 가꾸기를 하는 이유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송이산을 상상해 보자. 송이산은 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낙엽이 떨어져도 바람과 경사 때문에 낙
엽이 적게 쌓인다.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산의 경사 때문에 쉽게 소실된다.
그리고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은 마사토 계통의 토질로 배수가 잘된다. 결국
송이산은 토양이 척박하고 배수가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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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소나무는 더 좋은 생장과 입지환경에 적응하려고 소나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송이와 같은 다른 미생물을 받아들여 상호 공존하게 된다.

<그림 1-23> 강원도 홍천(능선부분)

<그림 1-24> 강원도 인제(능선부분)

송이 채취자들은 예전에 송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던 장소들을 기억하고 있
을 것이다. 그때의 송이산은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의 송이산은 어떤 모습인
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송이산
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나이 드
신 송이 채취자들은 송이산의 나무 하나, 풀 한포기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
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나무를 긁어 때던 시절 그 분들이 과연 송이산
에 나무 하나, 풀 한포기도 건드리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땔감으로 솔잎이 가장 좋고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었고, 송
이산은 주로 소나무림 순림이기에 양질의 솔잎을 많이 제공하던 곳이기에 그
분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지피물 제거(낙엽 긁기)
낙엽은 송이산에서 수분공급과 겨울에 보온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낙엽
이 썩기 시작하면서 송이균에 역효과를 나타낸다. 썩기 시작한 낙엽이 있는
송이산은 낙엽이 없는 송이산만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송이산은 절대로 썩는
낙엽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썩는 낙엽층이 두꺼워지면 송이의 어린 버섯이
땅속 깊이 발생하는 것을 방해한다. 낙엽층이 두꺼울수록 송이의 어린 버섯이
땅속 얕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충실한 송이가 발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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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의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지피물 제거 작업은 송이균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이기에 처음 몇
해는 송이 발생에 영향을 준다. 송이균 자체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송이균이 땅속 깊게 생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작업으로 인해, 송이
균은 더 많은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경쟁하는 미생물이 제거되었기에 더
충실하게 자랄 수 있고, 송이의 어린 버섯이 더 땅속 깊은 곳에서 생기게 된다.
(2) 하층식생 정리
하층식생의 주가 되는 것은 주로 초본류와 관목류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송이산은 관목류로 진달래, 철쭉, 개옻나무, 싸리류 등이 많고, 초본류는 사초
과와 벼과 식물들이 많다. 진달래, 철쭉, 싸리류는 그대로 방치해도 무방하나,
많을 경우에는 속아줌으로써 송이 발견이 쉽다. 벼과나 사초과 식물들은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3) 가지치기
송이산은 상대공간지수 35%(대략 60～70%의 비음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
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30～40%는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소나무들이 너무
울창하여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곳은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땅에 까지 도
달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빗물들이 소나무 잎에 의해 흡수되고, 수분이 필요
한 송이균에 적은 량의 빗물로 인하여 송이균 생장에도 좋지 않다.
한편, 소나무들이 너무 울창하다보면, 지면에 떨어지는 낙엽량도 많고, 바람
에 의해 어느 정도 낙엽들이 아래쪽으로 쓰러 내려가는 것도 어렵게 된다. 그
러다보면, 낙엽층이 발달하여 송이균의 생장에도 좋지 않다.
(4) 간벌
송이산은 소나무와 있는 곳도 있지만, 참나무류 등 다른 나무들도 같이 있
다. 송이균은 소나무 뿌리에 균근을 만들면서 살아가기에 소나무 이외의 수목
들은 간벌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참나무류에 해당한다.
참나무류는 송이와 경쟁하는 다른 버섯들에게 양분을 제공하면서 살아간다.
참나무류를 제거해 줌으로써 송이균과 경쟁하는 경쟁버섯의 제거와 참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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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을 분해하는 낙엽층의 미생물들의 점유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송이균에
방해가 되는 미생물들의 제거 효과도 있어 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된다.
참나무류의 간벌은 성인 가슴높이(1.2～1.5m)에서 절단한다. 그 이유는 밑
동 부분을 절단하게 되면 가슴높이에서 절단한 것 보다 맹아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나온 맹아를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참나무류의 간벌은 가슴높
이 부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발생한 맹아는 매년 송이철에 제거해 줌으로
결국 참나무류는 광합성을 못하여 양분공급이 차단되어 죽게 된다.
소나무가 너무 울창한 곳은 상대공간지수를 고려하여 간벌을 해 주어야 한
다. 그래야만, 소나무도 충실하게 잘 자랄 수 있어 송이균에게 충분한 양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송이가 발생하는 곳의 소나무는
간벌해서는 안 되고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 간벌은 송이가 발생하는 위치
에서 소나무 수관폭 반지름의 4배 이상 떨어진 곳부터 실시하면 된다.

라. 송이산 가꾸기 지침
(1) 송이산을 왜 가꿔야 하는가?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송이가 생산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왜
송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였을까? 그 해답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해 있는 송
이 생산량 감소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송이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소나무림에서 솔잎을 긁어 땔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송이산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산에 나무
하러 갈 이유가 없어지면서 송이산에 낙엽부식층이 많이 쌓여 송이가 잘 자
랄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송이산 환경개선은 일본의 경우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
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으며, 1966년에는 13개 부현의 공립임업시험장을 중심
으로 송이 발생환경 조사 및 환경개선 시험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25년생의
어린 소나무림에서 사업 10년 후 송이 균환이 2.5배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鳥越, 1998).
우리나라의 송이산 환경개선 시험은 1971년에 시작되었고(김, 1971), 1982년
32

제1장 송 이

에는 9ha를 실시하였다(오 등, 1982). 1980년대 이후에는 임업시험장이 중심
이 되어 송이산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송이 채취자들에게 지도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각 시․군의 산림과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적극적인 사업이 실시되지는 못하였고, 이후 송이 생산량 감소와
송이 발생환경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0년부터 산림청이 주도
적으로 국비와 시․군의 도비를 지원하여 송이산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
로 실시 중에 있다. 2005년에는 17억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지방비(20%)
와 자부담(40%)을 합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송이산 가꾸기 지침
이 지침은 산림청에서 2000년부터 ‘송이산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만
든 것으로 사업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간벌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세부사항은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부록>.

마. 송이 증수법
송이는 일반 버섯들에 비하여 대형 버섯에 속하며, 수분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송이의 증수는 버섯의 개수를 많이 만드는 것과 버섯의 무게 및 품질을
향상시키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버섯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기존 증수
법의 초점이 되어왔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관수처리, 흙덮기, 송이
컵씌우기 등은 모두 송이의 개수 혹은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다. 흙덮기
와 컵씌우기는 송이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송이의 수분
방출을 최대한 억제시켜서 송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관수처리는
송이의 개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송이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행되었던 송이 증수법인 송이산 물주기(관수처리)와 흙덮기
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송이산 물주기
송이의 생산은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기후조건을 인위적
으로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국소적으로는 인위적인 조절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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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송이는 다른 버섯과 마찬가지로 수분이 90% 내
외를 차지하고 있어 버섯 발생 전 및 발생시기에 풍부한 강수량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대개 송이철 2달 동안에 500～600mm의 강수량이 최적 조건이라고 하지만
(小川, 1983) 우리나라에서는 8월에 150～200mm, 9월에 120～180mm, 10월
에 40～120mm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기상청, 1997). 따라서 가급적 송이산
은 관수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이 발생은 송이 발생 15일 전후의 누적강수량이 중요하다. 송이 생산자들
은 자기 송이산에 언제쯤 송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마을 송이
산의 송이 발생시기 15일 전쯤에 관수를 시작하면 된다. 송이 발생시기에는
10～15mm의 비가 4～5일 간격으로 오는 것이 좋다. 만일 송이 발생시기에
송이산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저녁시간에 2～3
시간 정도 관수처리를 하면 된다<그림 1-25>. 만일 비가 올 경우에는 관수처
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림 1-25> 스프링클러에 의한 송이산 물주기 모습

(2) 흙덮기
송이 발생철에 송이가 땅위로 나오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주변의 흙을 4～
5cm 높이로 덮어주면 된다<그림 1-26>. 버섯이 덮은 흙을 뚫고 나오면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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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 우량한 송이가 만들어진다. 국내의 송이 품등에서 1등품은 전체길이가
8cm 이상 기준인데, 흙덮기를 하면 자루길이가 길어지고 병충해 피해도 감소
하며 수분방지 효과도 있으므로 송이를 1등품에 해당하는 길이 및 품질이 우
수한 버섯으로 키울 수가 있다.

<그림 1-26> 송이 발생위치에 흙덮기

바. 송이 유통 및 보관
송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채취하면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호흡을
한다. 송이의 품질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신선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송이의 호흡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통과정 중에 송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인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채취자들은 송이를 채취하자
마자 싸리나무나 대나무 바구니, 광목자루, PP마대 주머니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운반용기는 용기성이 양호하므로 송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용기로 생각된다. 간혹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채취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송이
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는 송이 산지에서 공판장까지 송이를 운반
하는데 적합한 송이 운반 용기를 개발하였다(정 등, 1998). 배낭형의 운반용기
는 내부에 냉매를 넣어 온도를 떨어뜨려서 송이의 호흡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으로 송이의 품질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운반용기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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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자체의 용량이 적은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남아있다.
기존에는 송이선별 후 운반용기로서 단열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 온도를 내리는데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 한바다에서 송이 포장 및 운반상자로 새로운 형태의 스티로폼 상자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상자의 특징은 내부 공기의 원활한 순환과 냉매가 들어있어 내부 온도
를 낮게 유지하는 데에 있다. 스티로폼상자를 이용한 보냉시스템의 기본구조
는 ① 스티로폼상자 ② 보냉제 ③ 보습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보냉제와 보습
시트는 보냉상자 내에서 냉기를 순환시키고 송이에 맺힌 수분을 제거하여 송
이의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림 1-27> 기존 보냉상자의
내부공기 순환도

<그림 1-28> 개선된 보냉상자의
내부공기 순환도

<그림 1-29>
PSP용기(500g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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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가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용기는 보냉제 접시 4면에 통기홈을 만
들어 몸체에 있는 통기홈과 연결되게 하고, ① 상자 내부에서 공기의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하의 온도차를 적게 하였고 ② 보냉제 접시를
경사지게 하고, 또한 보냉제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있어서 보냉제가 접시의 구
멍을 막지 않기 때문에 냉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③ 얼음냉기
로 인해 결로된 물방울이 양측면에 있는 통기홈을 따라서 흐르도록 하여 물
이 송이로 직접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④ 상자 내부의 습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강, 2001; 그림 1-27, 28).
또한 다른 유형은 포장재의 수송공간을 줄여 운송비를 절감하고, 작업장에
서 차지하는 포장재의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EPS 상자와 내
부구조를 동일하게 만든 PSP 상자도 개발하였다.
스티로폼 보냉상자는 그 자체가 대단한 단열재이므로, 기온이 높을 때 외부
에 오래두면 포장재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건축물의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
치로, 반드시 그늘진 곳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온도가 높은 스티로폼상자에 송이를 포장하게 되면 상자에서 온도가 방출되
어 그 내부에 있는 송이의 품온을 올리게 되고, 얼음을 쉽게 녹이게 되어 일
반 골판지상자에 송이를 포장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
서 작업장의 규모가 작거나 냉방시설이 없는 업체에서는 PSP상자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사. 송이의 병해충
(1) 송이의 해충
송이의 해충 피해 연구는 김(1986)이 7목 19과 24종, 岩村(1961)가 6목 27과
46종을 보고하였으나, 일본의 자료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사항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송이에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은 쌍시목(双翅目)의 버섯파리 종류
이며 유충이 대나 갓 부분을 먹어서 내부에 구멍을 많이 만든다. 초시목(鞘翅目)
이나 갑충류(甲蟲類)도 성충이 표면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심하게 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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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 송이를 가해하는 해충(岩村, 1961; 김, 1986)
목

과
보라톡토기과
Achorutidae
마디톡토기과
어리톡토기과
알둥근톡토기과
가시톡토기과
귀뚜라미과
왕바퀴과
Termitidae
딱정벌레과
방아벌레과
버섯벌레과
반날개과

학 명
Hypogastrura sp.
Odontella sp.
Isotoma sp.
톡톡이목
Onychiurus sp.
불명 1sp.
Tomocerus sp.
Gryllodes berthellus
메뚜기목
바퀴목
Gen. sp.; Gen. sp.
Leucotermes speratus
흰개미목
Calathus sp.
불명 1sp.
불명 1sp.
Atheta sp.
Proteinus sp.
Bolitochara sp.
Tachyporus celatus
딱정벌레목
Gyrophaehna niponensis
밑빠진버섯벌레과 Scaphisoma rufum
Rhynchaenus sp.
바구미과
Neopallodes hilleri
밑빠진벌레과
알꽃벼룩과
Scirtes japonicus
거저리과
Gen. sp.; Gen. sp.
벌목
개미과
Gen. sp.
Parastema matsutakei
Fungivoridae
Gen. sp.;Delopsis sp.
검정날개버섯파리과 Sciara sp.
Ula cincta
각다귀과
Ula fungivola
Psychoda fungicola
나방파리과
Psychoda nigriventaris
깔따구아과
Gen. sp.; Gen. sp.
Culicoides obsoletus
등에모기과
Scatopse fuscipes
털파리붙이과
혹파리과
Gen. sp.
파리목
Aphiocaeta matsutakei
벼룩파리과
똥파리과
Gen. sp.
Suillia sp.
가시날개파리과
Drosophila busckii
초파리과
D. melanogaster
D. nigrimaculata
D. transversa
D. brachynephros
D. bizonata
집파리과
Gen. sp.; Gen. sp.
버섯파리과
불명 1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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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보라톡토기류
민턱무늬톡토기류
마디톡토기류
어리톡토기류

비 고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가시톡토기류
귀뚜라미류

한국
한국
수염반날개류
넓적반날개류
뾰족반날개류
납작버섯반날개
산호랑밑빠진버섯벌레
벼룩바구미류

한국
한국

알꽃벼룩

나방파리류
두점등에모기

가시날개파리류
줄무늬초파리
노랑초파리
큰별초파리
흐름별초파리
두띠노랑초파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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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구리과, 반날개과, 알버섯벌레과, 거저리과, 직시목(直翅目)의 어리여치나
배짱이과의 종류도 송이를 가해한다. 다양한 종류의 해충들이 야생버섯에서도
관찰되지만 아직까지 버섯을 가해하는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이를 가해하는 해충을 일본과 우리나라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
한 것이다<표 1-10>.
(2) 송이의 해균
송이 해균은 일본에서 언급한 바(小川, 1983), 명확한 균의 동정은 없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송이의 해균으로 이분지털곰팡이(Syzygites megalocarpus)가
알려져 있다(Ka et al., 1999). 이 기생균은 처음에 버섯의 갓 부분에서 발생하
기 시작하여 인접부분으로 전이되며, 균사는 처음에 백색이었다가 노란색에서
회색으로 변화되어 나중에는 암회색을 띤다. 버섯의 내부 부분은 괴사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2-3일 안에 자실체의 약 1/3～1/2 까지 괴사 증상이 발전한다
<그림 1-30, 31>.
이분지털곰팡이 속은 버섯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Jeffries
and Young, 1994), 우리나라에서도 송이, 노란분말그물버섯, 냄새무당버섯, 암
회색광대버섯아재비, 껄껄이그물버섯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등, 2000). 송이에서 이분지털곰팡이는 1998년에 홍천 시험지에서 355개 송이 중
12개, 즉 3%가 발견되었고, 1999년에는 255개 송이 중 2개로 약 1%가 발견
되었다. 그 이외의 버섯에서는 2개 혹은 3개로 매우 적게 발견되었다(Ka et al.,
1999). 아직까지 송이에서는 이 해균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림 1-30> 이분지털곰팡이의
피해를 받은 송이

<그림 1-31> 괴사되어가는 송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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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이분지털곰팡이가 애광대버섯, 붉은점박이광대버섯, 거친껄껄이
그물버섯, 그물버섯류, 젖버섯류, 무당버섯류, 어리알버섯류 등에서도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is and Ellis, 1988). 또한 이분지털곰팡이는 열대아
시아지역에서 표고 버섯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ffries and Young,
1994).
이분지털곰팡이는 17～27℃ 범위에서 생장을 하나, 30℃에서는 전혀 생장
을 하지 않는다. 최적 온도는 23～25℃ 범위이며, 송이의 생장적온이 23℃ 내
외임을 고려할 때 송이와 같은 온도 범위에서 생장하므로 송이에 이분지털곰
팡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온도처리에 의한 방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분지털곰팡이는 pH 3～8 범위에서 생장을 하였고, 최적 생장의
pH는 6 이었다. 송이균의 최적 pH는 5～6 범위로 이분지털곰팡이도 비슷한
생장 pH 범위를 가지고 있다(김 등, 1998; 가 등, 2000).
송이에 이분지털곰팡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약을 사용하여 버섯 기생균
을 방제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버섯을 식용할 때, 인체에 직접
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송이에 이분지털곰
팡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분지털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인체에 무
해한 NaCl(소금)을 처리한 경우, NaCl 농도 2%까지는 이분지털곰팡이의 생장
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2.5% 이상에서는 생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8% 이상의 소금물에서는 2일 동안 생장을 거의 하지 못했다(그림 1-32>.
그러나 10% NaCl에서는 4～5일째부터 생장이 시작되어 5일째에 1.1cm 크기
까지 생장을 하였다. 20% NaCl에서는 5일째까지도 전혀 생장을 하지 않았다.
송이균은 NaC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장이 감소하였고 2.5%에서는 거의 생
장하지 않았다<그림 1-33>. 만약 이분지털곰팡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20%
NaCl을 이용하게 되면 이분지털곰팡이를 억제시킬 수 있으나, 송이버섯이 생
장을 못하고 버섯을 너무 짜게 만들어 식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송이버섯에 이분지털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는 NaCl 처리보다는 바로
버섯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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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이분지털곰팡이의 소금물 농도별 균사생장(PDA배지,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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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송이균의 소금물 농도별 균사생장(PDA 배지상, 60일)

(3) 송이의 기타 피해
송이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민달팽이, 청설모, 다람쥐, 사슴, 산양, 멧돼지
등으로 송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1-34>. 송이는 동물이나 곰팡이
이외에 가뭄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는다. 송이 발생 후 가뭄이 심하면, 표고의
화고나 동고 모양을 만들며, 심하면 갓이나 대가 갈라진다<그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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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송이의 민달팽이 피해

4

<그림 1-35> 송이의 건조 피해

송이 생산 및 수출입 현황

가. 송이 생산
우리나라에서 송이는 가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임산버섯이다. 송이는
우리 민족 정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림에서 발생하는 버섯이고 독
특한 향기와 맛이 다른 버섯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에 예부터 귀중하게 취급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비싼 가격으로 일본에 송이를 수출하면서
송이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었고, 농산촌 산림소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
그러나 송이 생산량은 1985년 1,313톤의 최대 생산을 기점으로 점차 생산
량이 줄어들고 있다<그림 1-36>. Koo와 Bilek(1998)은 우리나라의 송이 생산
량이 매년 약 7%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년간(’90～’95)의
송이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65%, 강원도가 약
27%를 차지하며 90% 이상이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박 등, 1996). 그리
고 연간 300～600톤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3,000～6,00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
였다(김 등, 1999). 최근에는 송이생산이 130～400톤 규모로 현격하게 줄어든
상태인데,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는 산불, 솔잎혹파리 피해와 소나무재선충 피
해에 의한 소나무림의 감소, 송이산 환경악화에 의한 송이균환 자체의 사멸
그리고 송이의 무분별한 채취 등을 들 수 있다(구와 박, 2004). 그리고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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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송이 물량도 내수 확대에 따라 50% 대로 떨어졌다<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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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송이 생산량(산림청 임업통계연보)

나. 송이 수출입 현황
예전에 송이는 산림청 ‘송이 사용제한고시’ 품목으로 공판조합을 통하여 유
통하게 되었으나, 송이 생산자의 34%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송이 생산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송이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정확한 유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2000년에
일본은 다른 나라로부터 송이를 3,452톤 수입하였고, 우리나라는 402톤을 수
출하였다.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송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6%로 나타
났다. 최근에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송이의 중요도가 5～6% 대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한국산 수출송이에 냉동송이가 섞여서 수출된다고 하여 일본 시
장에서 한국 송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상태이다. 물건의 매매는 상대
방간의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에 송이를 제값 받으며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방법은 최상의 상품성을 지닌 송이를 수출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뿐
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에 송이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송이 생산자에게도
돌아온다. 최근 중국산과 북한산 송이가 대량 유입되어 국내의 송이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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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이제는 송이 상품의 품질 경쟁으로 제값을 받도록 유도하는 수밖
에 없다. 또한 국내 수요자들이 우리 송이상품을 최고로 인정하는 풍토가 성
숙되어 가야 할 것이다.
<표 1-11> 송이의 생산 및 수출
연

도

생산(톤)

수출(톤)

비율(%)

수출금액(천불)

2001

250

196

78.4

27,708

2002

373

233

62.5

22,586

2003

306

158

51.6

17,961

2004

386

114

29.5

15,576

2005

724

143

19.8

14,329

평균

408

169

48.4

19,632

2006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산림청

북한산과 중국산 송이는 국내산보다 송이 채취 후 3～4일은 늦게 시판되므
로 송이향과 색깔면에서 한국산과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산 수입 송이는 대
밑부분에 흙이 붙어있지 않게 손질되어 통관되므로 국내산과 구분된다. 앞으
로 남북한 직항로 및 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북한산 송이가 바로 유입 되었을
때, 그것을 한국산과 북한산으로 구분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산, 북한산, 일본산, 중국산 송이는 외형적으로 전문가도 구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 담당자들이 얼마나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국내 송이 시장질서가 바로잡혀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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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이 인공재배 시도

가. 송이 인공재배 연구 필요성
1985년 이후부터 송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고<그림 1-36>,
1996년 고성 산불로 3,762ha, 2000년 동해안 산불로 23,794ha의 송이 주산지
산림 피해를 입었다. 송이산지에 대해서는 소나무 용기묘를 식재했기에 고성
산불지역의 소나무는 현재 10년에 이르고 있어 송이균이 침투할 수 있는 수
령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불피해지역의 송이산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송이 인공재배에 대한 연구는 1980년 초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에는 송이 감염묘 육성법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한번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였다. 그러나 지
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 결국 실패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0년부터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예산을 받아 “송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과제에서 송이 인공재배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산림환경연구소의 송이 접종묘 생산
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송이 균사체 접종 등과 같은 송이 인공재배를 향
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송이 인공재배 연구에서 송
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균사체 대량배양,
송이 접종묘 및 감염묘 생산 성공 기술을 바탕으로 송이 인공재배의 가능성
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다.
또한 송이 생산량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2000년 이후 산림청은
국비지원 하에 전국적인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송이 연구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송이를 식용하여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께 진상하거나, 외국 사신에게 선물, 세금의 대용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매우 귀중한 버섯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려대학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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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문화연구소, 1970). 16세기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각 지역의 토산
품 기록에 송이 생산지가 91개소나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송이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배 등, 2004). 우리나라의 송이에 대한 기록은
15～16세기의 출판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학술적 연구의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고, 1970년부터 임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송이버섯 인공증식 시험’이
처음인 것으로 사료된다(김, 1971). 그 이후 송이균의 분리 배양(변, 1973), 송
이 분포조사(김 등, 1975)를 거쳐 1979년에 제9차 한․일 과학기술장관 회의
에서 한․일 공동으로 송이연구를 추진하였고, 1980년부터 ‘송이 인공증식 시
험’ 5개년 계획(1980～1984)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김,
1984). 그 이후 송이의 생리․생태적 연구, 송이균 대량배양, 분자생물학적 연
구, 송이산 소나무 임분관리, 송이 발생 제한 인자 파악 및 극복방안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송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김 등, 1998). 그리고 1999년
에 비로소 송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송이’ 책자가 출판되기에 이르
렀다(김 등, 1999; 이 등, 1999).
일본에서는 元祿시대(1700년경)부터 송이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 本
朝食鑑에는 “송이는 本那菌簞중에 제 1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송이를 최
고의 버섯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小川, 1983). 일본에서 송이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보고는 국립임업시험장의 三村(1908)에 의한 것으로 송이가
소나무에 균근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송이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진척되어 1978년에 이르러 “송이 생물학”이라는 책을 출판
하게 되었다(小川, 1978). 송이 연구에 관해 일본과 비교해보면, 학술적으로
60년 이상, 송이의 종합적인 책자 발간에서는 21년 정도 우리나라가 늦었음을
알 수 있다(가, 2001).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송이 연구는 학술적으로 많은 면
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 젊은 연구자들이 송이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송이 연구가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된다.

46

제1장 송 이

다. 다른 나라의 송이 연구
(1) 북한
북한의 송이 발생지는 북부(부령, 양덕, 나진, 초산 등), 중부(금강산)의 소
나무림이고 드물게 가문비나무림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
1999). 북한의 송이 연구는 송이 증수를 위한 산림 관리 측면의 기초적인 연
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북한의 송이 연구 정보를 거의 알 수 없는 상
태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Li and Kang, 1992).
최근에 일본으로의 송이 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2002년에 502톤, 2003년에
284톤, 2004년에 283톤, 2005년에 783톤으로 수출물량 면에서 우리보다 많음
을 알 수 있다.
(2) 일본
송이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보고는 국립임업시험장의 三村(1908)에 의한
것으로 송이가 소나무에 균근을 만든다는 당시로서는 선각적인 연구였다鳥越
(1998). 그 시기는 송이에 관한 지식과 소나무림을 만드는 방법과 송이산의
관리기술의 보급에 활동한 학자와 기사, 독림가가 많았다. 1920～30년대에는
교토의 千原飛山, 사가(滋賀)의 中村源藏, 關東地方의 山崎光美, 四國․中
國地方의 朝田盛, 上村正行 등이 재배시험과 전시림을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1940년대에는 히로시마(廣島)현의 金行幾太郎의 金行方式에 의한 송이산의
손질법을 서일본 전역에 보급되었고, 그 이후에 소나무림과 송이에 관행적인
시업기술로 전국 각지에 정착되었다.
1960년대 송이 생산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면서, 국립임업시험장 관서지장
을 중심으로 ‘송이연구회’가 발족되었고, 1966년에는 13府縣의 공립임업시험
장에서 ‘송이 발생환경조사와 환경개선시험’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는 40년
생 전후의 송이산 소나무를 중심으로 식생정리, 시로의 이식, 포자산포 등이
수행하였고, 시업후의 환경변화와 시업효과를 경년별로 조사하고, 확대되는
자료를 얻었다. 그 결과, 25년생의 어린 소나무림으로 시업 10년 후에 송이의
시로가 대조구에 비하여 2.5배 증가하였다. 성공의 이유로 식생작업을 연속적
으로 수행하여 임내 환경을 송이균의 감염이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고, 송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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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감염된 소나무의 수령은 제한되었으며, 시업의 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생
각되었다.
1978년에는 민유림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형태의 ‘송이발생환경조절사업’이
도쿄부에서 시작되었고, 농림가들의 송이산가꾸기 장소의 작업 매뉴얼과 적지
판정기준이 정립되었다. 그 후에, 그 사업은 廣島, 岡山, 滋賀, 兵庫, 島根,
山口, 長野, 岩手, 福島의 각 縣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임지면적이 2,000ha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65년경에 소나무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림의 고사피해가 서일본
으로 퍼져서 송이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피해가 적은 고랭지와 동북지방을 제
외하고는 산지인의 의욕이 점차 떨어졌다.
그 후 소나무의 감소에 따라서 증가한 소나무와 활엽수의 혼효림과 소나무
이외 수종의 목재활용이 추구되어 왔다. 그리고 1987년에는 공립임시에서 국
고보조로 ‘균근성 식용버섯의 재배기술 개발’ 연구가 수행되어 그 후에도 인
공접종기술, 안정성기술과 그 이름을 변형한 송이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나무에 송이균의 접종 및 야외 이식과 송이의 게놈 프로젝트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만간에 송이 인공재배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송이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3) 중국
중국에서는 송이를 송구마(松口蘑)라고 부르며 혹은 송마(松蘑), 송롱(松茸,
송용), 송고(松菇), 계사균(雞絲菌)이라고도 부른다. 송이는 주로 동북지역의
흑룡강성, 길림성, 서남지역의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서장 등에 주로 분포하
고 있다. 동북지역의 장백산(백두산) 지역은 중국 송이의 주산지 중 하나이다.
중국의 송이 연구는 송이 분포지역, 발생환경, 기후인자, 환경인자에 대한
연구와 인공재배의 시도가 진행되었고(潭偉, 1994; 황 등, 2000), 송이균의 분
리 동정에 대한 DNA 분석법의 연구도 진행되었다(Zeng et al., 2001).
(4) 미국과 캐나다
북미지역의 송이의 학명은 Tricholoma magnivelare로 동양의 송이와는 형태
적으로 차이가 있고, 종명인 magnivelare가 큰 갓을 의미하듯 갓이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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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m까지 자란다. 미국송이는 Tsuga plicata, T. heterophylla, Pseudotsuaga
menziesii(douglas fir), Pinus contorta 등 침엽수림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나 캐나다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최근에 한층 높아졌다.
미국은 주로 지속가능한 버섯 생산전략에 입각한 송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송이 균환 발달, 버섯발생 등 매우 세부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Hosford et al., 1997). 캐나다는 산림지역에서 송이의 발생환경과 발생지에
대한 토양, 식생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5) 지중해지역
지중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송이의 학명은 Tricholoma calicatum으로 동양송
이와 크기, 향기, 서식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Hosford et al., 1997). 유럽
송이는 모로코, 알제리 등지에서 주로 Cedrus libanotica와 다른 침엽수림에서
발생하고 있다.
(6)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로 북반구의 송이 발생지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북반구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송이, 덩이버섯(Truffle),
그물버섯의 인공재배를 시도하였다. 소나무와 라디아타소나무에 송이균을 감
염시켰지만, 송이균의 병원성 증상 때문에 야외 산림의 적용은 미룬 상태였다
(Wang et al., 1997). 하지만, 최근에 실외에서 적용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스웨덴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스웨덴 송이는 Tricholoma nauseosum로 동양 송이인
T. matsutake와 같은 종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는 송이가 Pinus
sylvestris 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종에 대하여 200년 전부터 연구를
하였지만 상업적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송이의 종명에
서 볼 수 있듯이 nauseosus의 의미는 불결한, 나쁜 냄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그래서 옛날부터 송이를 식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송이의 진한 향
기가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동양인과 달리 나쁜 냄새로 인식되어온 것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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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스웨덴 송이의 분
포, 생산량, 생태적인 연구와 더불어 DNA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졌고(Bergius
and Danell, 2000),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송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
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 송이 인공재배 개요
송이가 소나무 뿌리에 외생균근을 형성한다는 것은 송이 인공재배를 위하
여 매우 중요한 사실로 송이 인공재배 시 소나무와 송이균을 동시에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소나무와 송이균을 연결해 주는 송이균
근을 만드는 것이 인공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송이균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 송이균은 소나무에
대하여 기생적 특징이 강한 균근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나(Lee, 1991; 小川,
1991), 최근의 보고에서는 전형적인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mada et al., 1999; 구 등, 2000). 송이와 소나무의 관계는 단순한 공생이나
기생이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공생 지점이 뿌리의 생장과 함께 옮겨가
는 활동적인 외생균근 공생관계를 형성하므로 기생과 공생이 공존한다는 견
해도 있다(구 등, 2000).
송이 인공재배는 첫째 단계로 땅속에서 송이 균사체의 시발체가 되는 송이
균근 만들기와 균사의 집단화가 필요하고, 둘째 단계로 균환을 형성하여 자실
체 원기 형성과 정상 버섯으로의 발달이 필요하다(가와 구, 2002). 또한 기주
가 되는 소나무, 송이균이 자라고 있는 토양환경, 송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 등 송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송이 발생림 주변의 송이 미발생림에서 송이 인공재배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송이 인공재배에 대한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였기에
소나무뿌리에 송이균근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송이 인공재배의 접근법
송이 인공재배 시에는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송이균의 접종원
50

제1장 송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 즉, 송이 포자, 송이 자실체, 토양의 송이
균사체 덩어리, 송이 균환 전방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만들어진 송이 감염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실험실에서 송이균을 배양하여 소나무 뿌리에 감
염시켜서 소나무림에 나가거나 송이 균사체만을 가지고 야외에 나가 접종하
는 방법도 있다. 전자는 야외에서 바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송이 인공재배법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어느 것이 좋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1) 송이 포자
자연계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들의 번식 방법은 포자에 의한 유성 번식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자에 의한 번식법이 송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 확
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멀리까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임에는 틀림이 없다.
송이 포자에 의한 번식법이 왜 잘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송이 포자는 발
아율이 매우 낮고, 낮은 습도조건에서는 1일 안에 발아력을 잃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Ohta, 1986b). 또한 발아된 포자의 균사생장도 매우 느린 단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송이 포자 발아율이 낮은 문제는 0.001% 또는 0.005%
n-butyric acid에서 23%로 높은 발아율을 얻어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Iwase, 1992; Ohta, 1986a). 그리고 송이의 포자발아에 대한 온도, 배지,
유기산, pH 등과 같은 세부 조건은 Ohta(1986a)에 의하여 어느 정도 밝혀졌으
나,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외에서 적용한 예는 아직 없다.
최근에 일본 동북지방의 이와테(岩手)縣에서는 소나무림에 송이 포자를 살
포하여 새로운 송이 균환형성에 성공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지만(김 등, 1999),
아직 이 방법이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실내에서 송이 포자가 어떻게 발아되고 소
나무 뿌리를 만나 어떻게 외생균근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야외에서 송이 포자의 활동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
는 근거가 되고, 포자를 활용한 인공재배법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포자 이용법은 검은덩이버섯(Tuber melanosporum)과 알버섯
(Rhizopogon rubescens) 등과 같은 외생균근성 버섯에서는 이미 수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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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inkas et al., 2000; 김 등, 2000). 이와 같은 방법도 앞으로 송이 연구에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1-37> 송이 자실체, 포자문, 포자

(2) 송이 자실체
송이 접종원으로 송이버섯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버섯을 통째로 땅
에 묻어주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송이 조직과 포자가 동시에 접종원으로 사
용되지만, 어느 것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송이균을
분리할 때는 버섯의 내부 조직 일부를 도려내어 사용하고 있다. 무균상태에서
송이 조직만 있기에 배지 내에서 생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야외조건에서 버섯조직이 땅속에서 새롭게 생장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지는 확
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3) 토양의 송이 균사체 덩어리
송이균환 내 토양 균사체 덩어리는 야외 조건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송이 접종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송이 수매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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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떨어진 흙(송이균사 포함)을 이용하여 접종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이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송이균환 내 토양 균사체 덩어리가 송이 접종원으로 왜 성공하지 못했을
까? 원칙적인 문제로,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생존하고 있다.
토양 속에 있는 송이 균사체들은 소나무에서 양분을 받고 자라지만, 송이 접
종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양분을 받고 있는 소나무 뿌리들이 모두
절단된다. 그로 인해 송이의 토양 균사체 덩어리는 더 이상 소나무에서 양분
을 받을 수 없고 자체 내 양분만을 가지고 생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을 못 버티고 죽어간다.
어떻게 하면, 토양 균사체 덩어리에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토양 균
사체에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만 개발된다면 이 방법도 성공 가능성
이 있다. 송이 균사의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 혹은 토양 균사체 덩어
리 내부에 존재하는 소나무 뿌리에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핵심 문제이다(가와 구, 2002). 한편, 실험실 내에서 송이균환의 토양
균사체를 이용하여 송이균근을 형성한 예는 있으나(Kawai and Ogawa, 1981),
더 이상의 진전된 연구결과는 없었다. 위의 연구자들이 실내에서 했던 방법을
야외 조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위와 같은 방법에 대해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4) 송이 감염묘
(가) 송이 감염묘
송이 감염묘는 기존의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송이균환 선단에 어린 소나무
묘목을 심고 땅속의 송이균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송이균이 감염된 소나무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감염묘를 옮기더라도 화분 안에 들어와 있
던 송이균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법들
에 비하여 성공확률이 높다.
과거 1980년 초 임업연구원에서는 송이 인공재배 연구 5개년 계획(1980～
1984)을 세워 송이 감염묘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였다. 송이 감염묘
육성법은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얻었지만, 감염묘 이식 이후에 어떠한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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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했다. 한편, 이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한차례 성공한 예가 있었다(小
川과 伊藤, 1989; Kazuyuki, 1992). 또한 이 방법은 유럽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덩이버섯의 감염묘 생산에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송이 인공재배에 있어 왜 널리 보급 및 적용되지 못했
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노력과 투자한
시간에 비하여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小川과 伊藤, 1989).
과거 연구는 왜 성공률이 낮았을까? 송이 감염묘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염묘 이식 후에 송이균의 생존유무를 판별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식한 나
무를 완전히 들어내어 송이균을 확인하고 다시 심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과거에 송이 인공재배의 성공확률을
낮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가 등, 2006). 또 하나의 문제는 송이균
이 소나무에서 양분을 받고 자라기에 이식한 감염묘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식한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
가 발생하기까지는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小川과 伊藤, 1989) 이 기
간동안 감염묘의 소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연구에서도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이 문제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송이 감염묘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점만 극복한다면 송이 감염묘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문제점
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림기술개발과
제인 ‘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
력하였다.
첫 번째 문제인 송이균 확인은 이식한 송이 감염묘를 들어내지 않고 땅속
에 있는 송이균의 생존 유무를 색대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림 1-38>. 이 방법은 사용법이 매우 쉽고 땅속에 있는 송이균의 존재 유무
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송이균은 송이균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색대로 땅속의 흙을 채취하여 송이 향기가 있는가를 통해 송
이균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에서는 이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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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묘에서 송이균의 존재를 알아내는데 이 방법에 의해 21%까지 성공 확률
을 높일 수 있었다(박 등, 2006).

<그림 1-38> 색대와 송이균 확인

두 번째 문제는 이식한 송이 감염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빛이 들
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송이 감염묘는 야외에서 접종원 역
할을 한다. 그런데 감염묘를 만드는 소나무 묘목은 어린나무이기에 송이버섯
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양분을 송이균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식된 송이 감염묘는 주변의 새로운 소나무 세근에 송이균이 감염될 수 있을
때까지 건전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송이 미발림의 소나무는 가지치
기 등을 통하여 이식한 감염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가
등, 2006; 그림 1-39).

<그림 1-39> 송이 감염묘 이식지 및 송이 감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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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균의 생존 기작
송이 감염묘를 만드는 것은 소나무를 송이균환 선단에 식재하는 방법에 따
라 1년 혹은 2년에 걸쳐서 만들어 진다(富永, 1978; 임업시험장, 1981; 오 등,
1982; 가 등, 2006). 송이 감염묘를 이식하면 화분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송
이균들이 죽는다. 화분 속 대부분의 송이균근 부분은 기존의 균환에서 자라나
온 송이균 및 소나무 뿌리이다. 소나무 화분을 옮길 때는 균환부분에서 자라
나온 소나무 뿌리들이 절단되어 화분 속에 포함된 송이균근은 양분공급이 차
단되어 죽어가고, 화분에 심겨진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근이 형성된 부분만 생
존하여 생장하기 시작한다. 감염묘에서 송이균은 매년 약 5cm의 생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2년이 경과해야 주변의 큰나무 뿌리에 송이균이 전
이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송이균의 확인은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색대
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가 등, 2006).
(다) 송이 감염묘 만들기
1) 송이 감염묘 생산지역 선정
송이 감염묘 생산은 송이균환 선단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생장이 충실한 송이균환 선택과 식재한 소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
경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송이 감염묘를 생산하는 곳은 식
재한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나무 가지치기 또는 빛을 가릴 수 있는 참나무류의 제거가 필
요하다.
2) 송이 감염묘 생산용 소나무 식재
소나무는 천연치수 혹은 양묘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천연치수는 송이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수고가 1m 내외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양묘한 소나무는 양묘장에서 키운 소나무보다는 마사토에서 키운
소나무가 좋다. 이 때 소나무는 매년 옮겨 심어서 뿌리 발달을 충실하게 시킨
5년생 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분은 망분과 그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물보다는 망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망분은 그물에 비해 소나무 심기, 감염묘 운반, 감염묘 이식이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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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망분(직경 23cm × 높이 17.5cm)

망분에 소나무 묘목 식재

<그림 1-40> 망분 및 망분을 이용한 소나무 묘목 식재

부식층을 제거한 송이산 주변의 마사토와 소나무로 화분을 만든다. 화분은
송이균환 선단을 찾아 선단에서 1cm 정도 밖에 화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의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에 화분을 넣고 신선한 토양으로 채운다. 화분을 심
는 거리는 50cm 간격을 유지한다. 이것은 송이 감염묘를 생산하더라도 기존
송이균환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송이 감염묘를 옮기더라도 송
이균이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고, 송이균이 화분의 바닥 밑으로도 지나가기에
송이균환에는 영향이 없다. 단지 송이 감염묘를 파낸 구덩이 부분만 피해를
준다.
소나무의 식재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로 나눌 수 있는데, 송이균이 자라서
송이 감염묘를 만드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봄철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
다. 송이 감염묘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두 번의 여름을 지나야 한다.
3) 송이 감염묘 이식
송이 감염묘를 옮기는 곳은 20년 전후의 소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작업하기
에 편리하다. 이식할 장소는 이식한 소나무가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간
벌 및 수고의 2/3 정도를 가지치기 해준다. 이식 지역은 송이 감염묘를 생산
한 곳에서 가까운 송이 미발생림이 좋다. 우리의 연구결과에서는 양양지역에
서 만든 송이 감염묘와 홍천지역에서 만든 송이 감염묘를 홍천지역의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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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묘 생산지역에 가까운 송이 미발림에 식재하였는데, 홍천지역에서 생산한
것에서 송이균 활착률이 높았다. 아직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송이균
생장과 토양과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송이 감염묘는 2년이 경과하는 봄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감염묘를 봄에
옮기는 것이 가을철에 옮기는 것보다 송이균의 생존율이 3배 더 높았다. 이식
한 감염묘 속에 존재하는 송이균은 기존 송이균환의 소나무에서 양분을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화분 속 소나무 뿌리에 감염된 송이균은 작은
소나무에서 양분을 받아야 한다. 봄철에는 소나무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여
생장하는 시기이기에 송이균에게 줄 수 있는 양분이 가을철에 옮긴 것에 비
하여 많을 것이다. 가을철은 소나무의 생장이 거의 정지단계이기 때문에, 뿌
리에 감염된 송이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소나무에서 얻기가 봄
철에 비해 어려울 것이다.
송이 감염묘는 화분의 표면에 송이균이 50% 내외로 덮여 있는 것이 송이
균 활착에 좋다. 송이균이 100% 덮여 있다고 해서 소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
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소나무 뿌리가 송이균에 감염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다. 망분은 벗기고 식재할 수 있으나, 망분을 그대로 두고
식재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송이 감염묘는 식재 시 화분의 흙을 털고 송이균이 감염된 부분만 남
겨서 식재하여도 송이균이 생존한다. 그러나 화분의 흙을 털고 식재하는 것과
그대로 식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송이 감염묘 식재 시 소나무를 한 그루 혹은 두 그루, 세 그루로 모아서 식
재할 수 있으나, 모아서 식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송이균
이 소나무에 감염된 것에서만 새롭게 생장하기에 한 그루씩 식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재한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식재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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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 균 감염률과 송이균 활착

4) 이식한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균 확인
이식한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균은 송이 감염묘를 들어내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송이균의 생장이 확인된 것은 다시 식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식재하면, 송이균의 생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살아
있던 송이균도 죽을 수 있다. 이는 식재 시에 소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잘리는
등 송이균의 정착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나무가 다
시 정착하기 위해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송이균에게 전해질 수
있는 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 송이균의 생장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국립
산림과학원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송이균을 확인하기 위해 송이 감염묘를 파
내어 확인한 것 중에서 살아있는 것을 다시 식재하여 1년 후에 관찰하였을
때 송이균의 거의 대부분이 죽어가고 있었다. 과거에 송이 감염묘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의 경우, 소나무를 들어내지 않고 송이 감염묘에서
송이균의 생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색대를 이용하였다. 색대를 이용한 방
법은 소나무와 송이균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송이균의 생존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색대를 이용하여 송이균을 확인할 경우, 송이 감염묘 이식 후 2년
혹은 3년째에 화분의 가장자리 바로 안쪽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새롭게 생장
하는 송이균은 매년 약 5cm 정도 자라기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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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의 생존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5) 송이 접종묘
실내에서 발아된 어린 묘목에 송이균을 접종하여 송이균이 감염된 묘목을
야외에 식재하는 방법이다. 송이 접종묘를 이용한 방법은 이미 일본, 뉴질랜
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Yamada et al., 1999; Wang et al., 1997;
가 등, 2002b). 우리가 사용하는 송이 접종묘 생산방법은 위의 두 나라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야외의 송이균환에서 송이향기를 갖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닌 송이 접종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송이 접종묘 연구는 접종묘
의 대량생산, 실내 및 야외 적용시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42> 송이 접종묘 생산 모습 및 송이균근

송이 접종묘는 어떻게 하면 야외에서 송이균을 생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
는 여기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언제까
지 실내에서 송이 접종묘를 키워서 야외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기 판단
이고, 둘째는 야외조건에서 송이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장시키는 것이
다. 첫 번째의 경우, 송이균이 소나무에 감염되는 것은 실험방법에 따라 빠르
게는 2주일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송이균근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실험에서 송이 접종묘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송이균이 소나무 뿌리에 감염
되어 야외 혹은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송이 접
종묘가 몇 개월 정도 자란 것을 옮겨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
가 없는 상태이다. 화분에서 외생균근성 버섯인 알버섯은 5개월째, 피젖버섯
60

제1장 송 이

과 T. portentosum는 9개월째, 할미송이와 금송이는 1년 후에 버섯을 만들었다
(Yamada et al., 2001). Yamada 등(2001)은 송이 접종묘가 4개월 정도 버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의 실험에서 송이 접종묘는 멸균토양을 채운 화분
에 옮겼을 때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멸균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6개
월 안에 송이균이 모두 없어졌다.
두 번째 문제는 야외조건에서 송이균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
답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송이의 야외 적용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일본과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앞서 진행 중에 있지만, 송이 접종묘에서
송이균환으로 발전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한편, 송이를 제외한 위의 균은 화
분에서 버섯생산을 하였기에 야외에서 충분히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붉은젖버섯과 검은덩이버섯은 접종묘를 야외에 식재하여 버
섯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많은 수의 접종묘가 야외에 식재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에 밝혀진 버섯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송
이에 적용해 보는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가) 송이 접종묘 생산 성공 사례
최초에 송이균의 소나무 감염 시도는 增井(1924)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당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표 1-12>. 浜田(1981)은 포자
또는 송이균환 토양 내 균사체를 접종원으로 소나무에 접종하여 송이 균근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송이연구 진전은 없었다. 橫山와 山田(1987)는
삼각플라스크 내에서 소나무 송이 균근형성을 시도하여 송이균근을 형성시켰
으나, 다량의 송이균근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단지 송이균근 형성에 성공하
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Wang 등(1997)은 시험관 내에서 소나무와 라디아타소나무에 송이균
근을 형성시켰으나, 송이균근에서 뿌리 세포의 파괴증상이 나타나 정부차원에
서 야외 실험을 못하게 하다가, 최근에 야외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Yamada 등(1999)과 Vaario 등(2000)은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근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토양을 이용한 송이균근 형성실험으로,
전자는 송이균근 형성에서 포도당의 유무가 중요함을 밝혔고, 후자는 송이균
근 형성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Guerin-Laguet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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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은 소나무 뿌리에 송이균근 형성 시 송이산 토양과 포도당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송이균근을 형성시켰다. 야외에서의 적
용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 등(2002)은 소나무림 토양을
이용하여 소나무에 송이균근을 형성시켰다. 2003년에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도
인공토양을 이용하여 조직배양병에서 송이균근 형성을 보고하였다(천 등, 2003).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된 실정이다.
<표 1-12> 송이균근 형성의 연구 현황
연구자

기주식물

방 법

사용배지

형성기간

국가

비고

增井 公木
(1924)

소나무

소나무와 송이균
동시 접종

?

?

일본

실패, 균근합성

浜田 稔
(1981)

소나무

포자,
송이균환토양접종,
온실재배

멸균된
광물질토양

8-12개월

일본

균근형성

橫山 了爾,
山田 卓三
(1987)

소나무

삼각플라스크

1/10MS
한천배지

6개월

일본

균근형성

MMN(?)

?

뉴질랜드

균근형성,
기생특징

MMC, 포도당
포함, 비포함

2개월

일본

균근형성
(포도당포함)

직사각형배양판
질석:펄라이트:피트 개량된 SH배지
:자작나무톱밥

2주일

일본

균근형성

Wang 등
(1997)

삼각플라스크
소나무,
Molina & Palmer
라디아타소나무
(1982) 법

Yamada 등
(1999)

소나무

조직배양병
질석:이끼

Vaario 등
(2000)

소나무

GuerinLaguette 등
(2000)

소나무

직사각형배양판
송이산 토양

SH배지
(포도당 포함
안 됨)

4주일

일본

균근형성

가강현 등
(2002)

소나무

조직배양병
소나무림 토양

1/4 PDMP

4개월

한국

균근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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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일본 신슈대학의 실험 모식도

<그림 1-44> 일본 동경대학의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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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모식도

최근에는 대량 용기를 이용하여 송이 접종묘를 생산하면서 실험실 내에서
송이의 시로를 형성하였다고 한다(Yamada 등, 2006). 이 방법은 송이균과 소
나무를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정상적으로 버섯을 만들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상업화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지
만, 실험실 조건에서 송이 인공재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6) 송이 균사체
현재 송이균의 액체배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액체배
양된 균사를 활용한 야외 적용의 경우, 2003년 국내 한국바이오비료에서 중국
균주를 들여와 성공하였다고 선전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결국 거짓말로 들어
난 전례가 있다. 그 후 Guerin-Laguette 등(2005)은 야외의 큰 소나무 뿌리를
발근처리하고 이끼로 감싼 후 새로운 뿌리를 내어 그곳에 액체배양한 균사체
를 접종하여 송이균근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방법은 매우 획기적
인 방법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이 송이균근이 활발하게 자라서 송이균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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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송이 균사체가 왜 접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Kawai와 Ogawa
(1981)는 액체 배양한 균사체를 소나무묘에 접종하였으나, 빠르게 다른 균에
오염되어 죽었다고 하였다. 우리의 실험에서도 송이 균사체 덩어리를 야외에서
5개월 후에 관찰하였으나, 새로운 송이균사의 생장은 없었다. Guerin-Laguette
등(2005)의 실험은 외생균근이 없는 소나무 뿌리를 만들어 실험하여 다른 균
들과의 경쟁을 최소화시켜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송이 균사체 접종은
이와 같은 방법에 착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송이 균사체 대량배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에서는 송이균사를 대량배양하는 조건을 확
립하였다(이 등, 2002; 그림 1-46). 적정 배지 조성은 starch 15g/ℓ, glucose
5g/ℓ, yeast extract 3g/ℓ, peptone 1g/ℓ, KH2PO4 1g/ℓ, MgSO4 0.5g/ℓ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성으로 생물반응기에 배양 시 배양액 ℓ당 균사체
건중량 12g을 생산할 수 있다. 배양기 형태별 생장특성은 교반식 생물반응기,
External airlift column형 생물반응기, Column type air bubble 생물반응기 등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송이균 생장에 최적 조건을 갖는 배양기인 것으로 풍
선형 air bubble 생물반응기로 나타났다. Kawagoe 등(1999)은 송이균사의 생
물반응기 실험에서 공기방울 생물반응기가 송이균의 생장에 가장 좋은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배지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균사덩어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균사덩어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적합한 배지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송이 균사체 배양을 송이균의 부후적인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연
구하는 경향이 있다. 송이균의 생장은 소나무 수피, 광물질, tweens, 올리브오
일 등이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erin-Laguette 등, 2001; Zhiming
등, 2005). 또한 송이의 부후적 특징을 효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들
도 있다(Kusuda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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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송이균사의 액체 대량배양

(나) 송이 균사체 접종
송이 균사체를 활용한 송이균 접종 실험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험
한 적이 있지만, 송이균의 생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양양군 농업기
술센터에서 송이 균사체를 이용하여 야외 소나무림에 접종하려는 시도가 있
다. 액체배양한 송이 균사체를 개조된 농업용 분무기로 접종 혹은 방울솜 모
양으로 만들어 접종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종한 균사체에서
송이균이 자라고 송이균근이 형성하였다는 보고는 있으나, 좀더 지켜봐야 할
단계이다.

6

송이 관련 특허사항

송이는 동북아시아권에서 매우 중요한 버섯으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일본
에서 송이와 송이 유사종이 고가로 수입되다보니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북
미,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는 송이가 세계인의
관심 대상의 버섯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송이와 관련하여 많은 특허가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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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에 등록된 자
료로 검색이 가능한 것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송이 관련 특허자
료를 정리해 봄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송이에 대해 접근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떠한 생각들이 특허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송이에 관련하여 좋은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특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특허청 http://www.kipo.go.kr) 제2조 1항에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
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항에 특허발명이
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6조에는 특허출원의 요
건으로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
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 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 6. 13.)
로 되어 있다. 기존에 특허등록된 것과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송이 인공재배에 대한 특허는 국내외에서 수십 건이 출원되어 있
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다. 단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단 한건도 이와 같은 특
허사항으로 버섯을 다시 만들었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송이 관련 특허자료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124건이 검색되었
다. 미국 공개특허는 14건, 등록 특허는 6건, 유럽 공개특허는 3건, 일본 특허
는 65건이 검색되었다. 우리나라의 특허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고 그 중 특
허제목에 송이버섯이 들어있고 특허등록된 26개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공
개특허 제외). 우리나라는 송이 균사체 생산, 송이균주, 유전자, 송이 장기보
존법, 송이버섯 장기 보존용 포장지, 송이를 이용한 음식(김치, 장아찌, 된장, 술,
음료 등), 송이 인공재배법, 송이버섯의 향을 재현한 향료조성물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 일본특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도 있으나, 최근
에 송이 물질활용과 균사체의 제재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 등록된 송이 특허는 송이균사를 이용한 인공 시로형성법, 버섯
추출물의 기능성, 항암 단백질, 항당뇨제, 송이 균사체 생산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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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특허
<표 1-13> 2007년 8월까지 국내에서 등록된 송이 관련 특허 정보
구 분
균주

특허제목

등록 일자

국내 토착의 송이버섯균 T-003

송이버섯 균사체 생산 방법
송이버섯 균사체 배양용 배지 제조방법
송이 균주와 소나무 무균 발아묘의 공동배양에 의한 소
송이균 감염묘
나무나 송이균 감염묘 형성방법
송이버섯의 장기보존법 및 장기보존된 송이버섯
선도가 유지되는 송이버섯 채취용기
장기보존법
송이버섯 장기 보존용 포장지
송이버섯의 장기 보관방법
송이버섯 김치
송이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김 제조장치
송이버섯을 이용한 증류주의 제조방법
전분이 도포된 동결건조 송이버섯 및 이를 이용한 송이
버섯 김치
피클형 송이버섯 장아찌의 제조방법
송이버섯주 및 그 제조방법
식품
송이버섯 김치 및 그 제조방법
송이된장의 제조방법
송이버섯의 건강식품 및 제조방법
송이주의 제조방법
송이버섯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송이버섯이 포함된 된장의 제조방법
해양 심층수와 식물성 탄소섬유 부직포를 이용한 천연송
이버섯 술 제조방법
향료
천연송이버섯의 향을 재현한 향료 조성물
유용 토착 사상균을 포함한 송이버섯으로부터 하이드로
포빈의 분리 및 정제, 이의 유전자 염기서열 및 이를 포
함하는 조성물
유전자
송이버섯으로부터 분리된 신규 하이드로포빈 유전자
Tmhyd2
송이균, 이의 배양방법 및 이의 배양액을 이용한 송이버
송이버섯생산 섯 생산방법
송이버섯 재배 장치
균사체 생산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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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한국생명공학
2005. 10. 21.
연구원
1999. 07. 19. (주)삼아벤처
2004. 05. 21. (주)삼해상사
2003. 06. 21.

경상북도

1999. 03. 26.
이재한
2000. 12. 26. 한국식품연구원
2003. 02. 28.
황인채
2007. 01. 11.
박영학
2001. 09. 17.
이이한
2004. 06. 21. (주)상해상사
2004. 08. 26.
(주)두산
2004. 10. 19.

원종광

2005. 01. 25. 한국식품연구원
2005. 04. 11.
원종광
2005. 05. 12.
강수기
2005. 06. 10.
곽춘식
2005. 06. 24.
박순봉
2006. 05. 29.
이이한
2007. 06. 08.
박영학
2007. 08. 02.
안영환
2007. 08. 03.

김일두

2005. 01. 03.

(주)태평양

2005. 12. 08.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02. 16.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02. 22.

(주)머쉬텍

2006. 05. 29.

이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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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허 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송이 균주특허, 송이균 감염묘, 송
이 장기보존법, 송이 채취시 운반용기, 송이 보존용 포장지, 비닐코팅 냉동보
관, 송이 김치제조 등 다양한 내용들이 특허 등록되어 있다<표 1-13>. 송이를
이용한 술 제조법은 4건이 등록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자료를 참고해
야 한다. 여기서는 4종의 간단한 대표 청구항을 기술하였다<표 1-14>. 기본적
으로는 알코올에 송이 추출물을 넣는 방식이다. 그 이외에 송이버섯 장아찌,
송이버섯 음료, 송이된장 등의 특허자료들이 있다.
<표 1-14> 특허자료에 기술된 송이주 제조법 비교
출원인

특허 제목

(주) 두산 송이버섯을 이용한 증류주의 제조방법

대표 청구항
원주정의 주정취를 제거하는 원주정 탈취 및 여과와
송이버섯 추출액의 증류액을 배합하여 물로 희석하여
최종 증류주 농도로 조정

원종광 송이버섯주 및 그 제조방법

5～60% 알코올용액에 동결건조 송이 0.2～50% 첨가
하여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이버섯 침출주 제
조법

이이한 송이주의 제조방법

송이버섯 또는 얇게 썬 송이조각을 45～60% 알코올
용액에 넣고 10～20℃ 저온에서 50～120일간 추출 및
숙성시킨 송이추출액을 10～60%의 알코올농도로 조정
하여 병에 넣는 송이주

김일두

증미, 누룩, 효모, 해양심층수로 발효시켜 식물성 탄소
해양심층수와 식물성 탄소섬유 부직포
섬유 부직포로 여과한 후 송이버섯 추출물 10～40%
를 이용한 천연송이버섯 술 제조방법
넣고 발효 및 저온살균한 후 천연송이 버섯 술 제조

최근에는 송이의 유전자 분리 및 염기서열을 밝혀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송이뿐만 아니라 분자생물분야에서 다수의 유전자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는 것을 특허청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편, 송이버섯 생산에 대한 특허는 송이를 액체배양한 균사를 소나무 주위
에 접종하고 접종된 송이균을 6개월 간 관찰하여 송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고 표기한 것과 송이산에서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조절장치
설치, 혼합 거름과 배지 및 소나무 낙엽으로 양분 공급과 송이균의 건조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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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환기구의 비닐하우스 설치 및 수분공급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
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아직까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
는 방법이다.
(1) 송이버섯의 장기보존방법 및 장기보존된 송이버섯
- 특허출원자 : 이이한
- 특허 출원일자 : 1991. 3. 21.(등록일자 1993. 8. 21.)
- 내용 요약
산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을 흙과 먼지를 털어 내고 봉지에 넣고 감압
하여 봉지 내부의 공기를 탈기한 후 봉지의 입구를 가열용착시켜서 밀
봉한다. 이렇게 송이버섯을 봉지에 넣고 봉지의 내부를 탈기한 후 밀봉
하면 그 겉모양은 송이버섯과 같은 형태로 되며 봉지가 송이버섯에 밀
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는다. 다음에 용기 내부의 받침대 위에 놓고 캡
을 덮은 후 캡의 구멍을 통해 용기 내부에 물을 채워 넣은 후 급속냉동
시킨다. 이렇게 동결된 송이버섯은 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1년
이상 보존하여도 송이버섯의 향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2) 송이버섯 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출원자 : 박영학
- 특허 출원일자 : 2006. 9. 1.(등록일자 2007. 6. 8.)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 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송이버섯을
분쇄하여 착즙한 후, 상기 분쇄된 송이버섯을 아스코르빈산, 에리소르
빈산, 염화나트륨 및 시트르산을 포함하는 수용액에 침지시켜 탈수시킨
송이버섯 분쇄물과 송이버섯 착즙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이버섯 음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송이버
섯 음료는 송이버섯의 색과 형태 변화가 억제되어, 우수한 맛과 향을
지닐 뿐 아니라, 씹히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음료로서, 현대인의 다
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호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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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이버섯의 장기 보관 방법
- 특허출원자 : 박영학
- 특허 출원일자 : 2005. 7. 5.(등록일자 2007. 1. 11.)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의 장비 보관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아스코르빈
산, L-시스테인염산염, 솔비톨 및 에리트리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
용액에 송이버섯을 침지시켜 전처리하는 단계, 전처리된 송이버섯을 탈
수한 후 냉동시키는 단계, 냉동시킨 송이버섯을 진공포장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장기 보관 방법이다. 본 발명에 따른 송이버섯 냉동 장기보존
방법은 보존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존하여도 갈변이 일어나지 않아 송
이버섯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며 즉석요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4) 송이된장의 제조방법
- 특허출원자 : 곽춘식
- 특허 출원일자 : 2002. 10. 29.(등록일자 2005. 6. 10.)
- 내용 요약
본 발명의 송이된장 및 그 제조방법은 1차 숙성시킨 된장에 일정 모양
으로 썰은 자연산 송이를 약 10% 내외로 혼합 배합하여 6개월 이상 숙
성시켜 낸 된장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조방법은 메주를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켜, 용기에 발효시킨 메주를 넣고 메주가 잠기도록 소
금물을 부어 약 40～60일 정도 1차 숙성시키며, 1차 숙성된 메주로부터
간장을 분리해 낸 된장 87～89 부피%에 일정 모양으로 썰어낸 송이
10～12 부피%와 소금물 1-3부피 %를 배합하여 6～10개월 정도 숙성시
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5) 송이버섯주 및 그 제조방법
- 특허출원자 : 원종광
- 특허 출원일자 : 2002. 7. 8.(등록일자 2005. 4. 11.)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을 이용한 송이버섯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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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발명에 따른 송이버섯주는 송이버섯 고유의 색상, 향미,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송이버섯의 조직감 및 형태가 최대한 유지가능하다.
또한 음주 후의 두통, 속 거부감, 복부 팽만감 및 숙취 등의 후유증이
거의 없으며, 희석식 소주의 경우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와 나쁜 맛이
없는 주류이다.
※ 유사특허사항 :
- 송이주의 제조방법, 출원인 이이한, 출원일자 2004. 2. 20., 등록일자
2006. 5. 29.
- 송이버섯을 이용한 증류주의 제조방법, 출원인 주식회사 두산, 출원일
자 2001. 11. 19., 등록일자 2004. 8. 26.
(6) 송이버섯 김치 및 그 제조방법
- 특허출원자 : 손광진
- 특허 출원일자 : 2001. 7. 18.(등록일자 2003. 10. 2.)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 김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배추 100중량
부를 농도가 11～12중량%이고, 온도가 13～14℃인 소금물에서 12～13
시간 동안 절인 다음에 고춧가루 1～5중량부, 마늘 0.5～2.5중량부, 생
강 0.5중량부, 멸치액젓 3중량부, 설탕 1중량부, 소금 0.35중량부, 송이
버섯 2～8중량부를 혼합하여 송이버섯이 첨가된 김치양념을 준비하고,
상기 절인 배추와 송이버섯이 첨가된 김치양념을 혼합하여 맛과 향이
우수한 송이버섯 김치를 제조하는 것이다
※ 유사특허사항
- 송이버섯 김치 및 그 제조방법, 출원인 강수기, 출원일자 2004. 9. 22.,
등록일자 2005. 5. 12.
- 송이버섯 김치, 출원인 이이한, 출원일자 1998. 9. 10, 등록일자 2001. 9. 17.
- 송이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김 제조장치, 출원인 삼해상사주식회사, 출
원일자 2002. 1. 22., 등록일자 2004. 6. 21.
- 송이버섯의 건강식품 및 제조방법, 출원인 박순봉, 출원일자 2003. 3.
21., 등록일자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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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버섯 김치 및 그 제조방법, 출원인 원종광, 오윤섭, 출원일자 1998.
12. 18., 등록일자 2002. 4. 4.
(7) 피클형 송이버섯 장아찌의 제조방법
- 특허출원자 : 한국식품연구원
- 특허 출원일자 : 2001. 7. 24.(등록일자 2005. 1. 25.)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의 고유향과 조직감이 유지되면서도 저장성이 부여
된 피클형 송이버섯 장아찌의 제조 방법이다. 생송이 또는 냉동송이의
침지 후 탈수단계, 절임액 제조 단계, 조미액 제조 단계로, 상기 절임액
100중량부에 탈수한 송이버섯 50～100중량부를 넣고 2～24시간 침지
시키는 단계, 상기 탈수한 송이버섯 50～70중량부에 상기 조미액 30～
50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이다. 이를 포장하는 단계 및 85～100℃에서,
10～60분간 가열 살균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
클형 송이버섯 장아찌의 제조방법이다.
(8) 송이버섯으로부터 분리된 신규 하이드로포빈 유전자 Tmhyd2
- 특허출원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특허 출원일자 : 2004. 7. 6.(등록일자 2006. 2. 16.)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소나무 뿌리와 상호작용하는 외생균근균인 송이버섯의 하이
드로포빈으로부터 식물RNA를 추출하여 cD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신규의 하이드로포빈 유전자를 클로링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상
기 하이드로포빈 유전자는 균근형성, 곰팡이 형태형성 및 자실체 발생
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친수성과 소수성에서의 특이한 성질을 이용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함과 동시에 식물 형질전환 벡터의 재조합과 형질
전환을 통한 버섯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화장
품 공업을 비롯하여 의료용 제품 및 주류를 포함하는 식품공업 산업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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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연송이 추출물을 함유한 비누
- 특허출원자 : 장상문, 전종삼
- 특허 출원일자 : 2003. 8. 14.(등록일자 2006. 4. 12.)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 추출물 1～3중량%, 비누 베이스 80.2～93.3중량%, 향
료 0.8～1.0중량%, 보습제 0.13～0.57중량%, 기포제 0.15～0.35중량%,
글리세린 0.09～0.15중량%, 야자 지방산 0.3～0.8중량%, 계면활성제
0.05～0.15중량%,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기타 통상적으로 비누에 포함
되는 물질 17.28～0.68중량%로 구성된 것이다. 본 발명은 천연 송이 추
출물을 함유시켜 피부미용 효과, 세정 및 세안 효과, 미색 효과, 보습
효과 및 아로마 효과 등을 포함하게 되는 천연 송이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비누에 관한 것이다.
(10) 선도가 유지되는 송이버섯 채취용기
- 특허출원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길환
- 특허 출원일자 : 1998. 7. 23.(등록일자 2000. 12. 26.)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의 채취 후 그 운반과정에서 송이버섯의 왕성한 호
흡작용으로 인한 중량 감소 내지는 송이버섯의 고유한 향기의 감소, 색
택의 변화 등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축냉제가 포함되어 있고 멜빵
이 장착된 운반용기에 관한 것이다.
(11) 송이버섯 장기 보존용 포장지
- 특허출원자 : 황인채
- 특허 출원일자 : 2000. 7. 6.(등록일자 2003. 2. 28.)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 장기 보존용 포장지에 관한 것으로, 두겹으로 이루
어져 일측이 개구되는 통상의 비늘봉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정의 크
기를 갖는 수개의 버블형 공기주머니가 일정 간격을 두고 구비되도록
상기 비닐봉지의 외면에 융착 고정되는 에어팩지와 상기 비닐봉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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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 부착 또는 융착 고정되어 자외선 및 열을 차단시켜 주는 알루
미늄 박지로 구성하여 상기 비닐봉지 내에 송이버섯을 내장함과 동시
에 진공포장하여 장기간 동안 자연산 송이버섯의 향과 질을 최대한 유
지시킬 수 있다.
(12) 송이버섯의 장기보존방법 및 장기보존된 송이버섯
- 특허출원자 : 이재한
- 특허 출원일자 : 1997. 2. 13.(등록일자 1999. 3. 26.)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버섯을 신축성이 있고 물 및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봉투에 넣고 내부의 공기를 탈기시켜서 송이
버섯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시킨 후 밀봉하여 +10～-40℃의 온도에서
보관함을 특징으로 하는 송이버섯의 장기보존 방법이다.
(13) 송이버섯의 각체절단가위
- 특허출원자 : 박일생
- 특허 출원일자 : 1966. 3. 5.(등록일자 1966. 9. 17.)
- 내용 요약
본 고안은 송이버섯의 각체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가위로서 칼날 중
한편인 동도 측을 엷게 하여 박절도를 형성하게 하고 동도의 대항 측
인 정치도 측은 후육도를 형성하게 하며 그 선단부 측에 요설된 원곡
홈을 설치하여 버섯의 각체가 감합되게 한 다음 박절도로서 절단체한
장치이다.
(14) 송이균, 이의 배양방법 및 이의 배양액을 이용한 송이버섯생산방법
- 특허출원자 : 주식회사 머쉬텍
- 특허 출원일자 : 2003. 1. 29.(등록일자 2005. 2. 22.)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균의 배양방법과 이 배양액을 이용한 송이버섯 생산방
법에 관한 것으로, 경북봉화 송림에서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분양받은 2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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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에서 우수 송이 균주를 선발하고 상기에서 선발된 송이균 SJM의
적정배지 및 적정 배양온도를 조사한 후 글루코오스, 효모 추출물 및
콩가루로 구성된 접종원 배지 100ml에서 30일 간 배양 후 황설탕, 콩가
루 및 옥수수기름으로 구성된 2리터 배지에 접종하여 30일 간 배양하
고 그것을 다시 황설탕, 콩가루 및 옥수수기름으로 구성된 8리터 배지
에서 30일 간 배양 후에 송이균을 소나무 주위에 관주하는 형태로 접
종한다. 상기와 같이 접종된 송이균을 6개월 간 관찰하여 송이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송이균의 대량배양이 가능하고 상기 대량배양
된 배양액을 소나무 주위에 직접 관주하는 형태로 접종하여 송이버섯
을 생산할 수 있어 농임업상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
(15) 송이버섯 재배장치
- 특허출원자 : 이봉식
- 특허 출원일자 : 2006. 1. 17.(등록일자 2006. 5. 29.)
- 내용 요약
송이버섯 재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나무의 뿌리 둘레에 송이버
섯이 잘 자라게 소나무뿌리 하측에 마사토와 망밀망을 배치(배수 양호)
하고, 소나무 뿌리의 인접한 곳에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그 위로 혼
합거름과 배지 및 소나무 낙엽을 설치하여 송이균에 양분을 공급한다.
한편, 송이균의 건조 방지와 수분 공급을 위해 그 주위로 환기구를 갖
는 비닐하우스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소나무 뿌리 주위에 자연산
송이버섯이 최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한 송이버섯 재배장치에 관한
것이다.
(16) 송이균주와 소나무 무균 발아묘의 공동배양에 의한 소나무 송이균
감염묘 형성방법
- 특허출원자 : 경상북도
- 특허 출원일자 : 2002. 9. 6.(등록일자 2003. 6. 2)
- 내용 요약
본 발명은 송이균주와 소나무 무균 발아묘의 공동배양에 의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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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균 감염묘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펄라이트, 스페그넘 피트모스
의 혼합 상토와 K-액체배지를 분주하고, 소나무 종자를 무균 발아시켜
얻은 무균발아묘를 상기 혼합상토에 치상한 다음, 상기 송이균주와 공
동배양하여 소나무 유묘의 세근에 송이균근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기내배양방법에 의해 연중 감염된 묘목의 대량생산이 가능
한 효과가 있다.

나. 국외 특허
<표 1-15> 2007년 8월까지 일본에서 공개된 송이 관련 특허 정보
구 분

관련 내용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히스타민 방출 억제제, 송이균사 포함된 정제, 면역글로블린E 억제제, 염증 치료제,
항고혈압물질, 고지혈 치료제, 당료치료제, 앤지오텐신(혈압상승 일으키는 효소 억제
제), 당료치료 및 억제 성분, 송이 추출물 포함하는 피부 습윤제, 암예방제, 치매진
단 의약품, 항암단백질 구명 및 항암제

식품

송이 보존법

당
에
이
강

분해 억제 활성제와 이를 포함함 건강식품, 송이와인, 버섯식초 및 생산법, 된장
송이저장, 송이 피클, 송이균사체를 이용한 식품(콩, 쌀, 옥수수, 야채), 송이버섯
포함된 식품제조(스프, 쌀 와인, 된장 등), 생선말이식품, 송이분말 포함한 버섯건
식품, 송이 아이스크림

송이버섯 냉동보존법, 물․열처리․소금을 이용한 송이 저장법, 송이와 송이 슬라이스
의 냉동 및 저온 저장법, 열처리법에 의한 장기저장

산업적 이용 인디고 감염묘 생산의 색 변이제, 피라노스 측정용 피라노스 산화제를 포함한 시약
균사배양

송이균 배양용 배지, 송이균 제조법, 송이균 배양에 공생 곰팡이 적용, 송이 접종원
제조법, 송이균사 대량 배양법, 균근을 형성하는 버섯을 위한 배지, 송이 균사체에
서 Emitanin-5 생산

송이재배

송이 재배를 위한 용기, 큰 소나무 뿌리에 송이 균근 합성법, 소나무 종자 발아묘에
송이균근 합성법, 송이 재배용 화분, 방사성원소가 포함된 미네랄 제제를 이용한 송
이 생산 촉진제, 송이포자 발아․배양 및 시비, 야외에서 송이균사 촉진제 살포, 사계
절 송이산에 열과 빛 처리, 화분에서 송이균근묘 생산법, 송이균근 뿌리의 호르몬
처리에 의한 발근, 균근 뿌리의 뿌리접

송이향

송이버섯의 향기성분 수집법, 방향족 버섯향기 추출법, 저온처리에 의한 송이균사체
의 향기 증수법

송이와 타
송이버섯의 효모, 송이와 표고의 융합체 버섯 생산법
생물 융합체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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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자료는 송이 관련하여 65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목록을 나열하
기에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제목위주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하였
다<표 1-15>. 미국 공개특허는 14건과 등록특허는 6건, 유럽 공개특허는 3건
이었다. 일본 특허내용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특허가 나 있기에 내용은 거의
같은 것들이다. 알칼리 또는 열수 송이 추출물에서 면역촉진제, 스트레스 회
복 촉진과 항암제로 활용 가능한 당단백질이 분리되었다. 고혈압 치료제, 항
고지혈증 치료제, 면역증강제와 스트레스 회복제, 감염예방제, 암예방제, 스트
레스 회복 촉진제, 면역증강물질, 생리활성물질 등과 같은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특허 출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이 인공재배를 위
한 무균 소나무에 송이균을 접종할 수 있는 방법, 송이 균사체를 배양하는 방
법, 송이의 인공시로 형성법 등이 출원되었다.
(1) 송이버섯의 보존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특허공보 : 龜田信子, (A) 昭60 - 137282(1985. 7. 20.)
- 내용 요약
- 특허청구의 범위
수확한 송이버섯을 날 것 그대로 그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동안에 온도를
-25～-30℃의 냉동고 내에서 그 중심부의 온도가 -22～-23℃가 될 때까지
냉각해서 동결시키고, 그 후 냉동고 내 온도를 -20～-24℃로 한 냉장고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이버섯의 보존 방법이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송이버섯의 보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송이버섯의 향기를
상실하지 않고 이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송이버
섯의 생명은 그 향기에 있지만 수확 시의 높은 향기는 수확 후 5～6시간
이 지나면 상당히 상실되어, 수확 시의 신선한 향기를 유지한 채로 보존
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이었다. 한편, 식품을 신선함 그대
로 보존하는 방법으로써 식품을 냉동하는 일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 냉동에 의하여 식품의 향기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본원 발명자의 연구에 의하면 송이버섯의 향기는 송이버섯을 -24℃에서
보존했을 때에 가장 잘 유지되고, 송이버섯의 온도가 -25℃ 이하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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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냉각한 경우에는 향기의 바탕이 저온 때문에 사멸하고, 그 온도 저
하에 따라 향기가 급속하게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명은
위의 자료에 의거해 시험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수확 시 송이버섯의 높은
향기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송이버섯 보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냉동 처리되는 것은 생 송이버섯으로 수확기 송이버섯의 향기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수확 후 가급적 신속하게 냉동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송이버섯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수 시간 내에 냉동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 냉동한
송이버섯의 해동은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또는 직접 불을 통해서 급속하
게 해동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은 종래 냉동식품의 해동의 경우와 같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방법은 종래 보존이 곤란하다고 한 수확 시 송이
버섯의 신선한 향기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확 시의 송
이버섯의 높은 향기가 잘 보존되고, 수개월 내지 반년 정도 보존에 견디
게 됨으로 겨울이나 봄 등 계절을 벗어난 시기에 신선한 송이버섯의 향기
를 즐길 수가 있다. 또 일단 냉동한 후에는 통상 냉동식품의 보존 온도로
보존 가능하므로 냉동고에 의한 장거리, 장기간의 수송에 의해서도 향기
가 상실됨이 없이 해동하여 요리함으로써 산지로부터 원거리의 도시에서
도 수확 시 송이버섯의 높은 향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 송이균의 배양방법
- 특허 출원자 및 공개번호 : 土居 淳, 井手野 晃, 特開平10-304870
- 특허 출원일자 : 1997. 5. 9.
- 내용 요약
인공배양법에 의한 송이균의 수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송이균의 공생
사상균을 포괄고정화 처리해서 포괄고정화물을 얻고, 각 포괄고정화물 중
의 공생 사상균을 송이균과 배양액 중에 동시 배양하는 것이다.
- 발명의 세부사항 설명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공배양법에 의한 송이균의 수확
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송이균 배양방법은 송이균의
공생 사상균을 포괄고정화 처리함으로써 포괄고정화물을 얻고, 각 포괄고
정화물 중에 공생 사상균을 송이균 배양액 중에 동시 배양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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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생 사상균을 포괄고정함에 따른 동시 균의 생육은 포괄고정화물
내에서 보여지며, 포괄고정화물 외부에 증식하지는 않고 그 생산물로 보
여지는 물질이 포괄고정화물을 외부로 방출한다. 그 생산물이 송이균의
생육을 촉진시킨다.
<그림 1-47>은 상기 포괄고정화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포괄고정화물 1은
예를 들면, 알긴산칼슘, κ-칼기난, 폴리우레탄 등의 겔조직, 이는 반투과성 폴
리머로 포괄물질 2이다. 그 포괄물질 2에서 가운데에 공생 사상균이 포괄․
고정된 상태이다. 두 번째 그림은 상기 공생 사상균 포괄고정화물 1의 배양
중 상태를 표시, 24℃에 약 60일 간 배양하고, 공생 사상균 4로부터 배양 생
산물 5(즉 송이균 생육촉진제)가 생산되고, 그 배양 생산물 5가 포괄물질 2의
투과조직 3을 투과하여 외부에 방출되어서 송이균의 배양을 촉진한다. 41은
배양되어 생장한 공생 사상균의 균사이다.
공생 사상균 : 본 발명에 사용한 공생 사상균은 자연산 송이가 생육하는 토양에
서식하는 사상균을 그대로 분리배양하여 이용하지만, 토양에서
분리균 만이 아니라 각 연구기관에 보존되고 있는 균주를 배양
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다. 대표적인 균에는, Mortierella 속 균,
M. ramanniana, M. vinacea, M. nana, M. isabellina, M.
reticilata, M. bainieri, 기타로 Pachybasium 속 균 등이 속한다.

<그림 1-47> 공생사상균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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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고정화물질 및 공생 사상균
구분

실
시
예

비
교
예

포괄고정물질

공생 사상균

건조중량
(mg)

균명

형태

1

알긴산칼슘

97.5

2

κ-칼기난

100.5

3

prepolymer

96.8

4

나일론피막

104.4

5

탄산칼슘

95.7

균체파쇄물

6

인산칼슘

107.0

포자고정화물

7

알긴산폴리리신

89.5

균체파쇄물

8

탄산칼슘

94.8

송이균
배양법

포자고정화물
M. ramanniana
IFO 8185

정치배양

포자고정화물
M. vinacea IFO
6738

9

황산나트륨

93.0

균체파쇄물

10

황산바륨

100.5

포자고정화물

11

황산나트륨

97.6

균체파쇄물

12

κ-칼기난

34.5

M. nana

포자고정화물

1

-

35.8

-

-

2

-

58.4

M. ramanniana

3

-

52.8

M. vinacea

5

-

15.2

-

배양액 보임
-

통기현탁배양

정치배양

통기현탁배양

송이균은 T. matsutake IFO 30605
(3) 균근균의 균근형성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恙沼 淸, 和氣 仁志, 赤坂 明伸, 特開平6-46669
- 특허 출원일자 : 1992. 7. 29.
- 내용 요약
균근균의 배양균사체를 기주식물의 뿌리 생장방향 전방에 놓고 기주식
물의 뿌리에 균근균을 인위적으로 활착시켜 균근을 형성하는 것이다.
배양균사체에 의한 균사를 서로 연결해주는 괴상물을 이용한다. 그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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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을 기주식물 뿌리의 성장방향에 교차하여 넓게 집합체에 배치한다.
균근균의 배양균사체로 질석을 이용하여 공극에 균사체를 선상으로 만
연시켜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용하여 효율적인 균근을 형성시킨다.
(4) 송이의 종균배양방법 및 재배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蕂田 賢吾, 海原 進, 渡辺 英雄, 特開平9-63
- 특허 출원일자 : 1995. 6. 21.
- 내용 요약
배양의 경우 대량생산으로 송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배지에 송이균
을 접종하고 실내온도를 15～25℃로 유지하면서 배지에 백색의 균사가
만연하도록 배양한다. 배지 표면의 색이 황색-옅은갈색으로 피막이 형
성되는 시점에 피막 및 배지전체의 표면이 두꺼워진 부분을 제거하고
중심부에 취한 송이균의 원균으로 송이균의 종균배양방법 및 원균을
배양하여 송이를 얻는 재배방법이다.
(5) 송이 및 기타 버섯류의 재배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西 信産, 特開平 11-299346
- 특허 출원일자 : 1998. 4. 24.
- 내용 요약
송이와 기타 버섯류를 산지에 인공수단을 가미하여 재배하는 방법이다.
토륨, 우라늄 등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한 광석․광물 분말을 송이와 기
타 버섯류가 자생하거나 과거에 자생한 장소 및 부근에 산포한다.
- 특허청구의 범위
토륨, 우라늄 등의 방사성동원소를 함유한 광석 및 광물의 분말, 맥반
석과 비슷한 다공질의 광석 및 광물의 분말 혼합체를 송이와 기타 버
섯류가 자생하거나 과거에 자생한 장소 및 부근, 장래에 자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살포 또는 표토에 혼입하는 것이 특징으로 송이 및
기타 버섯류의 재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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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방사성 원소 함유 광물을 이용한 송이재배

(6) 송이 시로의 발생 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吉村 嘉夫, 特開平 11-103668
- 특허 출원일자 : 1997. 10. 6.
- 내용 요약
소나무림에서 효율적으로 송이의 시로를 발생시켜 우량한 송이시로의
발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나무 및 잡목 혼효림을 3단 임상으로
구성, 지표면의 낙엽을 제거하고 보균목으로 쓸 소나무 주변을 목초액
으로 소독하고 각 소나무를 중심으로 원호 r1 상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
는다. 각 구멍의 중심부에 송이균을 접종하고 낮은 구멍에는 균사활성
제를 넣고 덮는다. 또한 소나무 주변의 표토를 원형으로 제거하고 균사
활성제를 넣어 추가적으로 덮는다. 대상 소나무림의 전영역에도 균사활
성제를 산포한다. 그 후 매년 전년의 원호 외측에 동심원상의 원호를
예정하여 예정 원호에 동일 양상으로 16등분으로 16개의 구멍을 뚫고
송이균과 균사활성제를 넣는다.

83

임산버섯

<그림 1-49> 송이 시로의 발생 작업도

(7) 송이발아세포의 인공재배방법 및 송이의 인공배양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渡辺 昇, 特開平 11-113391
- 특허 출원일자 : 1997. 10. 13.
- 내용 요약
송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송이 발아 세포 및 송이 인공배양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배양시 송이종균을 30～45℃ 온수 중에 옮기
어 자웅결합을 시킨 후에 소나무 톱밥 압축성형체를 소나무의 가는 절
편의 표면에 부착하여 20～30℃의 온도와 태양광, 영양수를 공급하여
세포가 증식하면 흑색의 발아세포를 확인하고 소나무의 뿌리에 이식하
여 성장시킨다.
(8) 송이균근의 신속 인공 합성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鈴木 和夫, Alexis Guerin-Laguette,
Warwick M. Gill, 特開 2001-169659
- 특허 출원일자 : 1999. 12. 16.
- 내용 요약
송이 균근을 재현성이 높고 신속한 인공합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송이 균근의 신속 인공합성법은 송이균사의 균총을 무균적으로 분쇄하
여 얻어진 균사를 영양배양액 중에 무균배양하는 것이 특징으로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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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사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송이균사의 배양액을 탄소원을 함유
하지 않은 영양배양액에 무균적으로 치환하는 것이 특징이며, 송이균사
접종원 제조방법 및 송이균사의 배양액에 소나무 균근을 무균적으로
침적하여 송이균사의 접종방법을 구비하는 것이다.
(9) 송이재배지와 송이재배분 및 송이재배방법
- 특허출원자 및 공개번호 : 石川 伸一, 特開 2001-169661
- 특허 출원일자 : 1999. 12. 16.
- 내용 요약
송이를 임지에서 분리된 장소, 가정 등에서 간단히 재배한다. 약산성토
양을 배지로 이용하여 화분에 넣고 수령 3년 이상의 소나무를 1본 심
거나 복수본을 식재하여 키워 소나무 뿌리 밑에 세근이 접촉하도록 송
이균사와 균근의 결합체 덩어리를 넣는다. 1일 평균기온이 25℃ 전후에
도달하면 1일의 평균기온이 약 3℃ 낮은 물을 장기간 정기적으로 주고,
1일 평균기온이 20℃ 전후에 도달하면 1일 평균기온보다 약 3℃ 낮은
물을 단기간 정기적으로 준다.

<그림 1-50> 송이 재배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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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산림채취 식용버섯
1

버섯의 정의와 버섯발생

버섯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자실체를
만드는 무리의 균류를 말한다. 버섯은 포자를 만드는 자실체를 땅 위에 만드는
것과 땅 속에 만드는 것이 있다. 땅위에 버섯을 만드는 것은 우리 눈에 쉽게
띠기에 금방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땅속에 버섯을 만드는 것은 버섯을 먹는
동물들의 채취 흔적, 돼지나 개를 이용하거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찾는다.
버섯의 몸체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하려면 충
분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버섯은 습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리
고 버섯의 자실체가 발생되는 온도는 20～25℃ 범위가 많기에 장마철과 태풍
이 지나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9월 중에 가장
많은 버섯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버섯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버섯은 1550여종이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알려진 버섯은 400여종(26%)이고, 독버섯은 160여종(10%) 그리고 나머지 990
여종(64%)은 식용인지 약용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한 것들이다. 버섯을 구분
하는데 있어,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미 보고된 종이나 새로이 보고되는 종도 이들을 위와 같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위해서는 각각의 버섯들에 대한 독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분류학자가 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독성분야는 버섯을 분류하는
연구자가 접근하기에는 다른 학문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보고된 문헌을
토대로 또는 새로이 연구된 결과에 따라서, 버섯을 먹고 중독증상을 나타낸
원인이 되는 버섯을 판별하여 버섯이 식용인지 독버섯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95

임산버섯

우리나라에는 400여 종의 식용버섯이 알려져 있지만, 이 중에서 약 45종 정
도(약 11%)가 재배되고, 상업적인 규모를 갖고 재배하는 것은 10여종에 불과
하다.
산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 식용버섯은 재배되지 않는 것과 재배되는 것 모
두를 포함한다. 단지, 재배하는 버섯 중에는 새롭게 품종을 개발하다보니 야
생에서 보는 버섯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팽이버섯은 위와
같은 예의 대표적인 버섯으로 볼 수 있다.

3

버섯의 먹이

버섯은 생태계에서 분해자로 매우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란다. 죽은 식물
체, 살아있는 식물체, 퇴비, 동물의 똥, 곤충, 버섯 등은 버섯의 좋은 먹이감이
다. 그러나 모든 버섯이 같은 먹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버섯에 따라 먹
이감이 다르기에 우리가 버섯을 분류하는 데에는 버섯의 먹이감이 커다란 기
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물기생, 활물기생, 동충하초, 덧부치버섯류 등
은 버섯이 어떠한 먹이를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다.
죽은 식물체를 먹고 자라는 사물기생버섯은 식물의 구성성분 중에서 어떤
것을 분해하여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백색부후균과 갈색부후균으로 나눈다.
백색부후균은 식물체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을 모두 이용하지
만, 갈색부후균은 리그닌을 분해하지 못한다. 분해된 흔적에서 백색부후균은
백색에 가까운 색을 띠지만, 갈색부후균은 갈색을 띤다.
살아있는 나무에 기생하는 활물기생버섯은 주로 나무의 심재부분을 썩히는
심재부후균들이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버섯이 외부에 부착해 있어 나무가 멀
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잘라보면 그 내부의 심재부분이 부후된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나무들이 적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무들
이 커가고 있기에 조만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아까시나무에 아까
시재목버섯, 활엽수에 말굽버섯, 사스레나무에 차가버섯, 낙엽송에 꽃송이버
섯, 활엽수에 붉은덕다리버섯 등은 대표적인 심재부후버섯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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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하는 버섯은 살아있는 식물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대신에 땅 속의 무기양분과 수분을 식물에게 공급해 준다. 서로 상리공생하면
서 살아가는 버섯들이다. 이 버섯들은 기주식물이 산불 또는 벌채 등으로 없
어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상리공생하는 버섯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기
주식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4

산림에서 식용버섯 찾기

산림에서 식용버섯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단지 우연히 버섯을 만나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버섯의 서식처 환경이
다. 이와 같은 정보는 버섯도감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산림에서는
매우 다양한 버섯을 접할 수 있기에 채취자가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는 버섯
만을 선별하여 식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에 붙어 살고 버섯조직이 딱딱하고 1년 동안 계속 버섯을 볼 수 있는
불로초, 잔나비불로초, 말굽버섯 등과 같은 버섯들 중에는 거의 독버섯이 없다.
단지 단기간 동안 버섯을 발생시키고 죽어가는 종류들에 기생하는 버섯에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섞여있기에 버섯을 채취하여 식용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용버섯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버섯
이 죽은 식물체를 이용하는 것에는 팽이버섯, 먹물버섯, 잣버섯, 목이, 털목이,
표고, 느타리, 노루궁뎅이, 민자주방망이버섯, 검은비늘버섯, 연기색만가닥버
섯, 큰갓버섯, 흰비단털버섯 등이 있다. 버섯이 살아있는 수목에서 양분을 받
는 것에는 곰보버섯, 달걀버섯, 꾀꼬리버섯, 뿔나팔버섯, 능이, 송이, 알버섯,
외대덧버섯, 까치버섯, 황소비단그물버섯, 비단그물버섯, 다색벚꽃버섯, 붉은
젖버섯, 기와버섯, 싸리버섯 등이 있다. 뽕나무버섯은 죽은 식물체와 살아있는
식물체 모두에서 양분을 이용하는데, 살아있는 식물체는 병원균에 해당한다.
꽃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식물체에 심재부후를 일으키는 버섯이다. 동충하초류
는 곤충에서 버섯이 발생하는 종류들이다.
그 이외에 불로초, 잔나비불로초, 자흑색불로초, 구름버섯, 치마버섯, 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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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버섯류 등이 산림 속에서 많이 채취되고 있다.

가.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팽이버섯은 이른 봄과 늦가을에 활엽수의 죽은 부분에서 주로 발생한다. 야
생버섯은 갈색을 띠나, 재배한 팽이버섯은 흰색을 띠어 야생버섯과는 전혀 다
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림 2-1> 팽이버섯(야생)

<그림 2-2> 팽이버섯(재배)

나. 먹물버섯(Coprinus comatus)
먹물버섯은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길가 주변, 잔디밭, 화단 등에서 발
생한다. 버섯이 어릴 때는 식용이 가능하나, 성숙하면서 갓의 끝부분부터 검
은색으로 변화되어 죽어가기에 이 때는 식용하기 어렵다.

<그림 2-3> 먹물버섯

<그림 2-4> 먹물버섯(갓 끝부분 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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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잣버섯(Lentinus lepideus)
잣버섯은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침엽수(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
송 등)의 죽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한다. 이 버섯은 갈색부후균으로 최근에 인공재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2-5> 잣버섯

<그림 2-6> 잣버섯

라. 목이(Auricularia auricula)와 털목이(A. polytricha)
목이와 털목이는 매우 유사한 버섯이지만, 털목이는 버섯의 표면에 작은 솜
털모양의 장식이 있다. 여름철에 활엽수(참나무류, 너도밤나무, 말채나무 등)
의 죽은 부분에서 버섯이 발생한다. 목이버섯은 중국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림 2-7> 목이

<그림 2-8> 털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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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고(Lentinula edodes)
표고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버섯으로 동양 3국에서 가
장 많이 재배되는 버섯 중 하나이다. 표고는 고산지대에서는 여름에 저지대에
서는 가을에 주로 발생한다. 이 버섯은 영양적 및 의학적 가치가 높고 원목재
배와 톱밥재배가 된다.

<그림 2-9> 야생 표고

<그림 2-10> 원목재배 표고

바. 느타리(Pleurotus ostreatus)
느타리는 가을철에 활엽수의 죽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 버섯은 우리나라
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주로 균상재배와 병재배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느타리와 산느타리가 야생에서 발견되고 나머지 느타리 종류들은
재배되는 것들이다.

<그림 2-11> 느타리(야생)

<그림 2-12> 느타리(균상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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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m)
노루궁뎅이는 가을철에 참나무류 죽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 버섯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량은 많지 않으나, 버섯전용 음식점에서는 가끔 볼 수 있다. 버
섯은 주로 병재배로 재배된다. 북한에서는 고슴도치버섯이라고 부른다.

<그림 2-13> 노루궁뎅이

<그림 2-14> 노루궁뎅이(병재배)

아. 민자주방망이버섯(Lepista nuda)
민자주방망이버섯은 늦은 가을철에 활엽수의 낙엽이 쌓인 곳에서 발생한다.
버섯이 보라색을 띠어 다른 버섯에 비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버섯이 균환
을 만들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 버섯 재배를 시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재배되지 않고 있다.

<그림 2-15> 민자주방망이버섯

<그림 2-16> 민자주방망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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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은비늘버섯(Pholiota adiposa)
검은비늘버섯은 가을철에 활엽수의 죽은 부분에서 버섯이 모여(총생) 발생
한다. 버섯의 표면에 갈색의 인편 장식이 있다. 같은 속에 속하는 맛버섯(나도
팽나무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상업화되지 못했으나, 일본에서는 상업화에 성공
했다.

<그림 2-17> 검은비늘버섯

<그림 2-18> 맛버섯(재배)

차. 연기색만가닥버섯(Lyophyllum fumosum)
연기색만가닥버섯은 가을철에 참나무림에서 여러 개가 모여서 발생한다.
아직 재배되지 않으며, 같은 속의 잿빛만가닥버섯은 일본에서 상업화가 되어
시판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다.

<그림 2-19> 연기색만가닥버섯

<그림 2-20> 잿빛만가닥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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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큰갓버섯(Macrolepiota procera)
큰갓버섯은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에 발생하는 버섯이다. 버섯의 갓이 크고,
대가 30cm 내외로 크게 자라기에 다른 버섯과 쉽게 구분 된다. 버섯은 숲속,
길가 주변, 밤나무림, 풀밭에서 발생한다. 같은 속에 속하는 흰독큰갓버섯은
독버섯이라 주의해야 한다.

<그림 2-21> 큰갓버섯

<그림 2-22> 큰갓버섯

타. 흰비단털버섯(Volvariella bombycina)
흰비단털버섯은 가을철에 활엽수의 죽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 버섯은 풀
버섯과 매우 유사하며, 식당에서 판매되는 숫총각버섯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풀버섯이다. 흰비단털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배되지 않으나, 버섯발생은
쉽게 된다.

<그림 2-23> 흰비단털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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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
꽃송이버섯은 여름철에 침엽수림(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의 살
아있는 나무 또는 죽은나무 밑둥 주변에서 다발로 발생한다. 이 버섯은 나무
의 심재부분을 썩혀 나무의 생장 및 목재가치에 큰 피해를 준다. 최근에 버섯
재배가 성공하여 재배되고 있다.

<그림 2-24> 꽃송이버섯(낙엽송)

<그림 2-25> 꽃송이버섯(잣나무)

하. 곰보버섯(Morchella esculenta)
곰보버섯은 봄철에 산속 혹은 잔디밭에서 발생한다. 이 버섯은 균근성 버섯
이기도 하지만, 부후성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버섯은 아니지만, 북미나 유럽 사람들은 매우 즐겨먹는 버섯이다. 이 버
섯과 비슷한 마귀곰보버섯은 독버섯이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2-26> 곰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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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달걀버섯(Amanita hemibapha)
달걀버섯은 여름철에 소나무림과 혼효림에서 발생한다. 광대버섯속에 속하는
종에는 맹독성 버섯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 버섯은 널리 식용된다. 또한 이
버섯은 활엽수림에서 발생하는 유럽지역의 A. caesarea버섯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2-27> 달걀버섯 어린것

<그림 2-28> 달걀버섯

너. 꾀꼬리버섯(Cantharellus cibarius)
꾀꼬리버섯은 여름과 가을철에 활엽수와 혼효림에서 발생한다. 버섯이 전
체적으로 노란색을 띠어 시골에서는 오이꽃버섯이라고도 한다. 북미지역에서
는 이 버섯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C. formosus버섯이 있다.

<그림 2-29> 꾀꼬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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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향버섯(능이, Sarcodon aspratus)
향버섯은 가을철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이다. 버섯의 향
이 진하여 향버섯 이라고 부르며, 예부터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가정 상비약
으로 먹었던 버섯이다. 버섯이 빠르게 부패하는 것이 큰 단점이지만, 널리 애
용하는 버섯이다.

<그림 2-30> 향버섯

러. 송이(Tricholoma matsutake)
송이는 버섯발생 시기에 따라 여름송이와 가을송이로 나눈다. 95%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이는 소나무림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다
른 나라에서는 소나무와 소나무 이외의 침엽수 수종에서도 발생한다.

<그림 2-31>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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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알버섯(Rhizopogon rebescens)
알버섯은 여름철 침엽수림의 땅속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이다. 알
버섯은 송로버섯이라고 하며, 덩이버섯(truffle)과는 전혀 다른 버섯이다. 버섯
은 임도주변의 절개지, 동물들이 구덩이를 판 흔적 주변에서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32> 알버섯

<그림 2-33> 알버섯

버. 까치버섯(Polyozellus multiplex)
까치버섯은 가을철에 소나무림과 혼효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이
다. 버섯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어 다른 버섯에 비해 쉽게 구분된다. 버섯
이 다발로 발생하고, 널리 식용하는 버섯이라 대부분 발견 즉시 채취하는 경
우가 많다.

<그림 2-34> 까치버섯

<그림 2-35> 까치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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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단그물버섯류(Suillus spp.)
비단그물버섯류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침․활엽수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
성 버섯이다. 갓이 관공을 갖고, 버섯 표면이 약간 끈적거린다. 대부분의 버섯
이 식용 가능하나 버섯이 쉽게 벌레 먹고 부패하기에 빠른 시일 안에 식용하
는 것이 좋다.

<그림 2-36> 비단그물버섯

<그림 2-37> 황소비단그물버섯

어. 다색벚꽃버섯(Hygrophorus russula)
다색벚꽃버섯은 가을철에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이다. 버
섯의 표면이 물기가 있으면서 약간 끈기가 있고, 갓의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짙은 암홍색을 띤다. 벌레가 잘 먹기는 하지만, 널리 식용하는 버섯이다.

<그림 2-38> 다색벚꽃버섯

<그림 2-39> 다색벚꽃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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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와버섯(Russula virescens)
기와버섯은 가을철에 소나무림과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
이다. 버섯의 표면이 녹색-회녹색을 띠고 얼룩모양의 장식이 있어 다른 버섯
과 쉽게 구분된다. 비를 많이 맞은 버섯은 버섯의 갓 표면장식이 떨어져 내려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림 2-40> 기와버섯

처. 싸리버섯(Ramaria botrytis)
싸리버섯은 가을철에 참나무림에서 발생하는 외생균근성 버섯이다. 싸리버
섯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나, 나뭇가지 모양의 가지 끝부분은 담홍색-담자색
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버섯이 큰 덩어리로 자라며, 널리 애용하는 버섯이다.

<그림 2-41> 싸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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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뽕나무버섯(Armillaria mellea)
뽕나무버섯은 가을철에 활엽수(참나무류)와 침엽수(잣나무)의 죽은 부분 혹
은 살아있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특히, 이 버섯은 잣나무 조림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버섯과 유사한 버섯으로 뽕나무버섯부치가 있지만, 뽕나무버섯
부치는 대에 턱받이가 없다.

<그림 2-42> 뽕나무버섯

<그림 2-43> 뽕나무버섯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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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용버섯

버섯은 식용 및 약용자원으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고려
시대에는 약용버섯으로 사용되는 복령이 송나라로 보낸 약재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 고종 때(1214～1259년)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향약
구급방(鄕藥救急方)의 부록인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鄕藥目草部)에 기록된
180종의 약재 중에 복령은 맛이 달고 무독하며 2～8월에 채취한다고 기록되
어 있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땅에서 나는 것을 균(菌)이라 하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심(蕈)이라고 한다. 심
에는 천화심(天花蕈), 마고심(蘑菰蕈), 향심(香蕈, 표), 육심(肉蕈)이 있다. 또
한 유(楡), 류(柳), 상(桑), 괴(槐), 저(楮)의 다섯 가지 나무에서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이들 버섯들은 느릅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회화나무, 닥나무에서 주
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정확히 어떤 버섯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桑耳(목질진흙버섯, 상황버섯), 槐耳(목이), 蘑菰(주름버섯),
松耳(송이), 菌子(아직 모름), 茯苓(복령)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다양한 버섯들이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동의보감국역위원회, 1990).
최근에는 불로초(영지), 신령버섯, 꽃송이버섯, 노루궁뎅이, 잎새버섯, 치마
버섯, 구름버섯, 목질진흙버섯 등이 약용버섯으로 재배되거나 채취되고 있다.
버섯의 다양한 약리기능을 살펴보면, 항암작용은 불로초의 terpenoids, 구름버섯과
신령버섯의 steroids, 화경버섯의 lampterol, 다른 버섯류에서의 ß-D-glucan 물질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유지는 불로초의 terpenoids, 콜
레스테롤 저하작용은 표고의 eritadenin, 항바이러스작용은 표고의 당단백질,
lentinan, 수용성리그닌-당단백질 복합체 등 다양한 종류들이 밝혀졌다. 일부
버섯의 생리활성물질은 표고에서 렌티난(Lentinan), 구름버섯에서 크레스틴
(Krestin), 치마버섯에서 스키조필란(Schizophyllan) 등이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조개껍질버섯, 잔나비불로초, 저령, 소나무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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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잎새버섯, 복령, 불로초 등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목질진흙버섯(상황) 균사체를 이용하여 상품명 Mesima로 의약품
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버섯자원에서 밝혀져 이용되기에
약용버섯의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웰빙 붐과 더불어 중요시되고 있다.

2

버섯재배

버섯은 땅 위 또는 땅 속에 특징적인 포자를 생산하는 자실체를 만들며, 눈
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손으로 채취할 수 있는 대형 균류를 말한다. 세
계적으로 2000년에 균류는 약 74,000종이 기록되었으나, 실제로 지구상에는
1,500,000종의 균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된 균류 중에서 버섯
은 약 14,000종이 알려져 있고, 이 중에 7,000종은 식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3,000종은 식용버섯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
으나, 단지 200종 정도가 실험적으로 재배되고 이중에 대략 60종 정도가 상업
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약 10종이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데
(Chang and Miles, 2004), 우리나라에서는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 양송이, 큰
느타리버섯, 느티만가닥버섯, 노루궁뎅이, 잎새버섯, 불로초(영지), 복령, 신령
버섯, 목질진흙버섯류 등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버섯자원으로 꽃송이버섯, 불로초(영지), 목질진흙버섯(상황), 노루궁뎅이 등과
같은 최근에 재배가 시작된 버섯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임간재배가 가능한 버섯은 현재까지 널리 재배되어 왔던
것들로 현재는 주로 시설재배 위주의 재배법이 주가 되나, 과거에는 주로 원
목재배에 의한 재배법으로 야외에서 재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임간재배 위주의 재배법으로 경영단위 규모보다는 소규모나 취미로 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원목재배법에 대한 내용들만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거나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는 분들은 따로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야외에서 버섯재배에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버섯의 재배환경이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목재배를 하는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버섯균의 생장과 버섯이 발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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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습한 곳이나 살수가 가능한 곳이면 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계곡부위를 끼고 있는 사면으로 침엽수림(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과 활엽수림(참나무류, 서어나무, 자작나무류, 물푸레나무 등), 남부
지방의 상록활엽수림, 죽림 혹은 간이 하우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삼나무 인공림에서 표고, 목이, 맛버섯, 낙엽활엽수림에서 표고, 맛버섯,
개암버섯, 상록활엽수림에서 목이, 표고, 죽림에서 표고, 맛버섯, 개암버섯 재
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大森과 小出, 2001).
야외 버섯재배의 일반적 방법은 1) 원목 벌채는 전년도 10～2월, 2) 자목
만들기는 1～2월, 3) 균 접종은 3～4월, 4) 균을 접종한 이후에는 버섯나무
관리이다.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원목은 큰 나무인 경우 통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보통의 원목재배용 나무는 직경 10～15cm 길이 1～1.2m 정도로 잘라
서 사용하며, 단목재배용은 직경 15～20cm, 길이 20cm 내외로 절단하여 사용
한다. 또한 벌채한 그루터기를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도 있다.

3

다양한 임산버섯 재배

가.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은 중국에서는 수구균(綉球菌)(卯, 1998), 일본에서는 ハナビラ
タケ, 영명은 Cauliflower mushroo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꽃잎버
섯이라고 부른다<그림 3-1>.

꽃송이버섯(낙엽송)

꽃송이버섯 톱밥재배

<그림 3-1> 꽃송이버섯 자연산과 재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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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송이버섯의 생태
꽃송이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북아메리카, 유럽,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 버섯은 북반구의 온대지역 소나무속에
서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가 70cm까지 자라고 무게가 6kg(생
중량)까지도 자란다(Schmidt, 2006). 우리나라에서는 침엽수(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의 살아있는 나무의 밑둥 부근, 혹은 죽어있는 그루터기에
서 여름철(7～8월)에 발생한다. 아래의 꽃송이버섯 사진은 모두 광릉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양한 수종의 침엽수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다<그림 3-2>.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전나무

<그림 3-2> 우리나라의 꽃송이버섯 발생 모습

한편, 이 버섯은 특히 살아있는 나무에 심재부후를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장령목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등(1990)에 따르면, 꽃송이
버섯에 의한 낙엽송의 심재부후목은 직경이 28～32cm, 부후근단면적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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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부후가 진전된 높이는 1.2～5.5m까지 달하였고, 전체부피의 27.2%까
지 피해를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 버섯에 의한 낙엽송 심재부후의 심
각성을 알 수 있다.
이 버섯이 심재부후를 일으켜 목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버섯
을 이용하여 뽕나무버섯균에 의한 수목의 뿌리썩음병을 제어하는데 이용해보
려는 시도들도 있었다(Stamets, 2005). 미생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뽕나무버
섯 균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적은 꽃송이버섯, 노란다
발, 구름버섯 등을 이용하여 뽕나무버섯 균의 생장을 억제시키려는 것이다.
즉, 버섯마다 서식처를 가지고 있기에 뽕나무버섯에 저항성이 있는 위의 버섯
들의 서식처를 뽕나무버섯 뿌리썩음병 선단부 앞쪽에 만들어 줌으로써 병 진
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꽃송이버섯의 균사생장
꽃송이버섯은 이극성 교배계(bipolar mating system)를 갖는 갈색부후균이다.
균사생장 최적온도는 25℃, pH는 4, Hamada 배지에서 가장 조밀한 균사생장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Shim et al., 1998). 탄소원은 말토스, 아라비노스,
만니톨이고, 질소원은 글리신이 균사생장에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리고 유기산은 젖산과 푸마르산이 버섯생장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Shim et
al., 1998). 오(2003)는 꽃송이버섯 균사생장 시 액체배지는 MCM(mushroom
complete medium), 고체배지는 Hamada가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여, 고
체배지로는 Hamada 배지가 가장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균사생장 온도는 3～35℃ 범위이고, 최적온도는 20～25℃이다. 버섯이 발
생하는 온도는 20～23℃이고 최적온도는 22℃ 내외이다.
(3) 꽃송이버섯 톱밥재배의 실례
재배수종은 낙엽송, 삼나무 등 침엽수가 적합하다. 단목재배는 원목을 직경
15～20cm 길이 20cm 크기로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고 멸균을 한 다음에 톱밥
종균 혹은 액체종균을 접종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톱밥재배 방법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침엽수 톱
밥에 보릿가루와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후 수분함량을 조절하고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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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한 배지에서 쉽게 자실체를 수확할 수 있다. 사용하는 종균에 따라 그 생
산량과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접종 후 약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버섯
을 생산할 수 있다. 배양병에 500㎖ 정도의 톱밥배지(중량 400g)를 넣어서 배
양하면 약 100g(수율 25%)의 생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박 등 2006).
배지의 침엽수 톱밥은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해송, 리기다소나무 및 미송
의 목질부에서 유래된 톱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톱밥의 비율은 약 80%, 보릿가루는 20%를 차지하고 설탕은 5% 이내
로 섞는다. 이렇게 준비된 배지는 수분함량이 약 65% 수준이 되도록 하며 잘
섞어서 병에 넣게 된다. 병에 넣을 때 배지의 밀도는 약 0.8g/㎤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뚜껑을 닫은 후 60분 간 고압살균하면 이후에 조심스럽게 접종
할 경우 전혀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배양할 수 있다.
배양은 암배양 조건이 좋으나 특별히 빛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일반 비닐하
우스에서 검은 차광막을 덮은 조건에서 처리하여도 무관하며, 온도는 20℃～
25℃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2개월의 배양기간이 지나면 병
에서 버섯 균이 충분히 자라서 뚜껑을 밀고 올라올 정도가 되는데, 이 때 20℃
에 상대습도를 90% 내외로 유지할 수 있는 밝은 곳으로 옮겨서 뚜껑을 열어
주게 되면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꽃송이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 사
용한 톱밥의 종류나 꽃송이버섯 균주에 따라서 소요시간은 다소 차이가 발생
한다.
온ㆍ습도 조절에 따라 자실체의 색상이나 쫄깃한 정도에 다소 차이가 발생
하게 되며, 접종한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자실체의 모양이 꽃양배추
(cauliflower) 모양이나 수국처럼 다소 큰 잎을 지니면서 노란색이 강하게 될
수 있다.
생장이 빠른 경우는 발생처리 1개월 이후부터 꽃 형태의 버섯을 수확할 수
있고, 수확 후 다시 버섯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발생처리 2개월 시점에 1회 더
수확할 수 있다. 버섯의 경우에는 병재배를 하면서 어린 버섯을 유도하기 위
하여 ‘균 긁기 처리’를 할 경우 1개월 이상 자실체 생산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는데, 스스로 원기를 형성하고 배양병의 뚜껑을 밀고 올라오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배양병을 발생실로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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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리적 특성
꽃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들에 비해 베타글루칸(β-glucan)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Ohno et al., 2000). 6번에 측가지를 가진 1,3-β-glucan이 주요한 구
조로 알려져 있고, 3개의 중심체인 단위가 반복된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균류
로부터 항암 베타글루칸의 일차구조는 중요하게 6번에 측가지를 가진 1,3-β
-glucan이다. 글루칸의 구조는 버섯의 종류에 따라 가지친 구조의 차이와 중
심체인 단위수가 다른 것들이 알려져 있다(Ohno et al., 2000).

나. 복령
복령의 학명은 Wolfiporia cocos(F.A. Wolf) Ryvarden & Gilb.이고, 중국에
서는 복령(茯苓), 송복령(松茯苓), 복령(茯靈), 복토(茯兎)(卯, 1998), 일본에서
는 ブクリヨウ(茯苓), 영명은 Tuckahoe라고 표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복령
을 솔뿌리혹버섯(복령)이라고 부른다. 복령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버섯이
아니고 균사체 덩어리인 균핵을 이용하는 것이다<그림 3-3>.

자연산 복령

재배한 복령

<그림 3-3> 복령 자연산과 재배한 것

(가) 서식환경
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복령의 재배는 침엽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복령재배를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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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복령은 미송(尾松, Pinus massoniana
Lamb), 황산송(黃山松, P. taiwanensis Hayata), 적송(赤松, P. densiflora Sieb),
운남송(云南松, p. yunnanensis Franch), 흑송(黑松, P. thunbergii Parl.) 등의
뿌리에 균사가 만연하여 균사덩어리인 균핵을 만든다. 균핵은 영양분의 저장
장소로써 수분이 있을 때는 싱싱한 형태로 조직이 연하여 쉽게 절단될 수 있
으나 일단 건조되면 질기고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령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을 때에 표피를 벗기거나 절단한 후에 건조시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생리적 특성
복령균의 최적온도는 25～28℃ 범위이고 최적 pH는 4～6이다. 온도가 35℃
이상이 되면 균사는 죽고, 반대로 온도가 20℃ 이하가 되면 균사의 생장속도
가 늦어지며 5℃ 이하가 되면 생장이 정지된다. 균핵 형성은 늦은 가을에 낮
의 온도가 25℃ 정도 일 때 흙 속의 온도를 20～23℃로 유지하다가 저녁이면
15～18℃로 낮아질 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토양의 수분함량은 손으로 만지게 되면 촉촉한 50～60%가 가장 알맞다. 수
분함량이 이보다 높아지면 땅속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균사생장이 정지되
고 균핵을 형성하지 않는다. 더욱이 수분이 높아져서 물이 고이게 되면 균사
및 균핵이 썩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수분이 적으면 통기는 양호하나 균사 생
장이 불량하거나 사멸하게 되어 균핵 발달이 안 된다.
(다) 재배법
복령은 땅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토양의 물리화학적 환경이 매우 중
요하다. 그리고 재배를 시작하면 2년 이상 한곳에서 재배하여야 하고 중간에
옮기기도 곤란하므로 재배장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재배장소는 사양토로
배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흙이어야 한다. 흙 속에 큰 모래 또는 자갈이 너무
많으면 복령이 형성되어 자랄 때 복령 속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게 되어 품
질이 떨어진다. 재배장소는 개간된 곳이나 야산의 남동사면으로 경사진 곳,
겨울에 너무 춥지 않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복령의 톱밥종균은 평당 15～20병이 적당하다. 재배 시 적합한 수종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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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또는 해송 등이며, 나무의 준비량은 60cm의 경우 14개/3.3㎡가 소요된
다. 60cm 정도로 절단한 원목은 수피를 3～4cm 정도의 폭으로 양쪽면을 길
이 방향으로 벗겨낸다. 원목은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우물 정(井)자로 쌓아서
1～2개월 정도 건조시켜 수분을 35～40% 정도가 되게 한다.
복령의 절편을 접종원으로 이용할 경우, 표피가 연한 갈색을 띤 활력이 좋
은 것(무게가 2kg 정도)을 두께 3cm 정도 크기로 절단하여 나무사이에 끼워
서 접종한다. 봄에 수확한 복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장기간 보존 시에는
상자에 가는 모래를 채워 신선한 상태로 습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재배지는 깊이 5～10cm 폭 100～120cm 정도로 흙을 옆에 놓아 가면서 경
사방향으로 길게 파 나간다. 원목의 껍질이 벗겨진 두 면이 수평이 되게 놓고,
한 이랑에 2줄 또는 4줄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원목과 원목 사이는 2～3cm
정도로 띄우고 그 사이에 원통형의 종균 덩어리를 4～5개 끼워서 두 원목 사
이에 접착되도록 한 다음 흙을 원목 위로 10～15cm 전후로 덮어서 두둑을 만
들고 양 옆쪽은 원목보다 3～5cm 이상 깊게 판 도랑이 되도록 한다. 덮어진
흙 위에는 백색 비닐을 덮어 비가 올 경우 빗물이 도랑으로 모여서 흘러가도록
한다. 6월경에는 비닐을 벗겨 주고 볏짚 또는 낙엽을 5～10cm 정도 덮어준다.
여름철의 고온건조 시에는 물을 가끔 주어 수분 유지 및 고온 피해를 예방한다.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원목의 변재부와 목질부 사이에 균사가 활착되며
4개월이 경과하면 복령이 맺히기 시작하므로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때 흙을 3～5cm 두께로 배토하여 주면 고품질의 복령이 생장될 수 있다. 복
령은 원목에 종균을 접종한 후 1～2년 사이에 수확할 수 있으나 중량이 많지
않다. 수확 시 복령 껍질이 황갈색이면 완전히 성숙한 것이고 황백색일 경우
에는 성장 중인 것이며 검은색이면 노숙된 것이다. 수확한 복령은 껍질에 묻
은 흙을 털어내고 3～4일간 음건시킨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건조시
킨다. 다음 해 종균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흡습상태로 보관해야 하지
만, 이외에는 절단하여 일단 건조시켜서 보관하거나 판매한다. 수량은 2～3년
간 40kg/3.3㎡ 정도 되나 재배기술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수확 시 복령의 생체 안에는 수분이 55～60% 정도이며 이를 건조하면 무
게는 대략 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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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리적 특성
복령은 심신의 보양 및 안정, 이뇨 증진, 정신안정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건망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체허약자 등에도 치료효과가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불로초(영지)
불로초(영지)의 학명은 Ganoderma lucidum(Curtis) P. Karst 이고, 중국에서
는 영지(靈芝), 적지(赤芝), 홍지(紅芝)(卯, 1998), 일본에서는 マンネンタケ,
영명은 Reishi, Varnished Conk, Ling Chih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영지라는 이름이 일반화 되었지만, 최근에 영지보다는 불로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북한에서는 불로초, 만년버섯, 장수버섯이라고 부른다<그림 3-4>.

단목재배

단목재배(왼쪽 사진 75일 후)

<그림 3-4> 불로초 야외 재배

(가) 서식환경
불로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인공재배법이 개발 보급되었
으나, 최근에는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하여 경북, 충북, 경기, 강원도 등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불로초는 참나무류 수종, 장미과 나무, 오리나무류 등을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다.
(나) 생리적 특성
균사의 생장온도는 10～38℃ 범위이고, 최적온도는 30℃ 정도이다. 자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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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온도는 20～30℃ 범위이다.
(다) 재배법
단목재배는 15～20cm 굵기의 원목을 20cm 내외로 자른다. 가장자리 부분
에는 굵은 덩어리 종균을 놓고 안쪽에는 잘게 부수어진 종균을 놓아 4～5단
높이까지 쌓는다. 접종이 끝나면 물을 축인 거적이나 캐시밀론을 덮고 그 위
에 비닐을 덮는다. 균사생장 초기에는 습도를 85～90% 정도로 유지하고 상단
부위 온도는 20℃ 이내로 유지한다. 균사생장 기간 중에는 1일 중 온도가 높
은 시간에 20분 정도 1～2회 비닐을 걷어주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고 건조 시
에는 지면의 모래나 거적 등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균사배양
기간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원목 내에 균사가 만연되면 충분히 수분을 보충시킨 다음에 단목을 하나씩
떼어내어 토양에 묻는다. 토막을 묻을 때는 균사생장이 양호한 쪽을 위로 하
여 원목을 15～20cm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 사이에 깨끗한 모래로 원목 위
2cm 높이까지 덮는다. 모래 표면의 마른 부분이 나타나면 매일 2회 정도 관
수하여 실내습도를 90～95%로 높이고 실내온도를 26～32℃로 유지한다. 버
섯의 원기가 발생하면 대개 10～15cm 간격으로 솎아 4～5개 정도만 남긴다.
버섯대가 2～3cm 정도 자라면 갓을 형성시키기 위해 환기를 시켜서 실내습
도를 70～80%로 유지한다. 이때 과습하면 버섯의 대 및 갓 표면에 불규칙한
요철이 생겨 품질이 저하되고, 34℃ 이상이 되면 생장점이 딸기 모양으로 되
어 생장이 정지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버섯의 생장이 점차 느려지고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포자가 날리면 이때부터
관수를 중지하고 실내습도를 40～50%로 유지시켜준다. 실내온도는 24～32℃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갓이 두꺼워진다. 갓 뒷면이 노란색이 되었을 때 수
확하면 된다.
(라) 약리적 특성
불로초는 항종양작용, 혈당저하작용, 혈압저하작용, 콜레스테롤저하작용, 통
증완화작용, 건위, 강장, 소담, 이뇨 등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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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의 학명은 Hericium erinaceus(Bull.) Pers.이고, 중국에서는 후두
균(猴頭菌), 후두마(猴頭蘑), 자위균(刺猬菌)(卯, 1998), 일본에서는 ヤマブシ
タケ, 영명은 Lion's Mane Hericium, Lion's Mane Mushroom, Old Man's Beard
라고 표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슴도치버섯이라고 부른다<그림 3-5>.

노루궁뎅이(참나무류)

노루궁뎅이 톱밥재배

<그림 3-5> 노루궁뎅이 자연산과 재배한 것

(가) 서식환경
노루궁뎅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류의 죽은 부분에서 9월부터 10월
까지 발생한다. 최근에 이 버섯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대
부분이 톱밥재배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나) 생리적 특성
균사의 생장온도는 5～30℃ 범위이고 최적온도는 25℃ 내외이다. 자실체
발생온도는 17～18℃이다.
(다) 재배법
노루궁뎅이는 주로 톱밥재배를 하고 있다. 참나무 톱밥배지는 미강을 20%
첨가하고 배지수분을 62～63%로 맞춰서 멸균을 한다. 그리고 균 접종 후에
20～25℃에서 20～30일 정도 배양하면서 배지 표면에 균사덩어리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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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발생실로 옮긴다. 발생실은 17℃ 내외 90% 이
상 습도를 유지한다. 발생처리 후 20～25일 정도가 되면 수확이 가능한 상태
로 자란다. 원목재배의 경우는 버섯이 발생하나 원목 한본 당 수확량이 100g
이하로 톱밥재배보다 수확량이 적다.
(라) 약리적 특성
노루궁뎅이는 항종양작용, 소화촉진, 혈액응고 방지, 쇠경쇠약, 소화기 궤
양, 신경세포 생장인자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치매치료 및 예
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목질진흙버섯
목질진흙버섯의 학명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Phellinus linteus(Berk. et
Cart.) Teng이고, 중국에서는 Phellinus igniarius(L.:Fr.) Quel이라고 달리 표기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P. linteus를 열제목층공균(裂蹄木層孔菌), 열제침층공
균(裂蹄針層孔菌), 침열제(針裂蹄), P. igniarius를 화목층공균(火木層孔菌),
침층공균(針層孔菌), 상황(桑黃)(卯, 1998), 일본에서는 전자를 メシマコブ,
영명은 후자를 False Tinder Conk라고 표기하고 있다. 중국의 본초강목에서는
목질진흙버섯을 뽕나무에서 자라는 노란버섯이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후자를 말똥진흙버섯, 북한에서는 나무혹버섯이라고 부른다<그림 3-6>.

목질진흙버섯(북한산)

목질진흙버섯 단목재배

<그림 3-6> 목질진흙버섯 자연산과 재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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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식환경
목질진흙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활엽수의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에 재배법이
보급되어 현재는 목질진흙버섯류(P. linteus, P. igniarius, P. baumii, P. gilvus
등)의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재배되고 있다.
(나) 생리적 특성
균사생장 온도는 10～40℃ 범위이고, 최적온도는 25～30℃이다. 접종이 완
료된 원목은 22～25℃에서 키우고, 버섯이 발생할 때는 26～28℃로 높여서
관리한다. 최적 pH는 6～7이다(박 등, 2003).
(다) 재배법
재배수종은 뽕나무가 가장 좋고,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도 적합하다. 단목재배는 원목을 직경 10～15cm 길이 20cm 크기
로 자른다. 수분함량은 40～42% 정도가 적합하고, 건조하면 하루 정도 침수
시켜 수분을 보충한 후에 살균한다. 살균은 121℃에서 12～14시간 또는 상압
살균은 100℃에서 24시간 2회 실시한다. 다른 버섯재배에서와 달리 목질진흙
버섯은 초기 균사생장이 늦기에 살균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흙버섯류의 품종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목질진흙버섯 계통의 고
려상황버섯(P. linteus), 경북농업기술원의 마른진흙버섯(P. bilvus), 그리고 버
섯발생이 비교적 쉬운 장수상황버섯(P. baumii) 등이 있다. 종균 접종은 톱밥
종균을 원목 1개당 20～30g씩 하여 단면 상단에 고루 퍼지게 뿌려준다. 톱밥
종균은 균사들이 서로 엉겨 붙어 접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곡
립종균을 많이 사용한다.
균을 접종한 원목은 22～25℃로 조절된 배양실에서 옮겨서 5～6개월 간
배양한다. 특히 뽕나무 단목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접종균이 완전히 나무토막
에 피막을 형성한 후에 버섯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배사의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며 습도유지가 잘되는 사양토가 적합하고, 원목 매몰시기는 5～
6월까지 가능하다. 단목은 표면의 접종원을 제거하고 매몰하는데, 이 때 원목
표면의 피막을 제거하지 않는다. 균사가 잘 자란 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 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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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간격은 단목의 단면크기 정도로 띄어 놓고 사양토로 단목의 1/2 정도를
묻은 후 노출된 단목의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양토로 2～3cm 덮는다.
재배사는 28～30℃로 유지하면서 실내습도가 90～95%가 되게 매일 1회 정
도 토양 표면의 마른 부분이 젖을 정도로 관수한다. 재배사는 가능한 환기를
억제시키고 재배사 내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만 환기를 실시한다. 목질진흙버
섯의 자실체는 대개 매몰한 다음 해에 발생한다. 버섯이 발생하면 재배사 온
도는 26～28℃로 낮추어 관리한다. 버섯 발생 위치가 토양표면에 접하여 발
생하면 습도가 부족한 환경이므로 습도를 높이고 매몰한 원목을 들어올려 토
양 등 이물질이 버섯 포자층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질진흙버섯은 다년생 버섯이므로 5～7년 생장한 것이 상품성이 높다. 장
수상황버섯은 당해에 수확도 가능하나 목질진흙버섯은 2년 이상 생장한 것을
수확한다. 버섯 무게가 20g 이상이고 조직이 단단한 것만 선별하여 수확한다.
수량이 적은 경우는 자연 건조시키고, 수량은 많은 경우는 30～40℃로 조절
된 열풍건조기에서 1일 정도 건조시킨다.
(라) 약리적 특성
목질진흙버섯은 중풍, 복통, 임질, 해독, 이뇨, 건위, 이질 등의 치료제로 이
용되었다. 말똥진흙버섯은 자궁출혈, 생식기 종양, 소화기 종양, 장출혈 등의
지료제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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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버섯의 정의

가을철에는 산림에 식용버섯들 뿐 아니라, 맹독성을 지닌 독버섯도 함께 발
생한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가끔씩 독버섯 중독사고가 일어난다. 가을철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독버섯은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
섯, 알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노란다발 등이다. 특히, 앞쪽
에 나열된 버섯들은 한개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화경버섯, 붉은싸리버섯, 독깔때기버섯, 독송이 등과 같은 독버섯은 사람들을
여러 날 고생하게 한다. 독버섯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2

독버섯의 종류

가. 개나리광대버섯(Amanita subjunquillea)
개나리광대버섯은 가을철에 참나무림에서 주로 발생한다. 버섯의 갓 표면
은 전체적으로 등황색을 띠나 그 이외 부분은 독우산광대버섯과 비슷하다. 이
버섯은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유사하나, 노란달걀버섯은 턱받이와 대가
모두 노란색이고, 개나리광대버섯은 턱받이가 흰색을 띤다.

<그림 4-1> 개나리광대버섯(맹독성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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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
독우산광대버섯은 늦여름과 가을철에 소나무와 참나무의 혼효림에서 주로
발생한다. 버섯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갓 표면의 중앙부분이 옅은 등황
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조직은 KOH 용액에서 황색으로 변한다.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서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림 4-2> 독우산광대버섯(맹독성 버섯)

다. 흰알광대버섯(Amanita verna)
흰알광대버섯은 늦여름과 가을철에 소나무와 참나무의 혼효림에서 주로 발
생한다. 버섯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독우산광대버섯보다도 더 흰색을 띤
다. 조직은 KOH 용액에서 색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버섯은 우리라나에서 독
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림 4-3> 흰알광대버섯(맹독성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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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붉은사슴뿔버섯(Podostroma cornu-damae)
붉은사슴뿔버섯은 여름철에 땅위나 참나무류 밑둥 부근에서 발생한다. 버
섯이 약간 단단한 육질로 붉은색을 띠고, 모양이 사슴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버섯을 먹고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다. 다른 버섯과 차이가 많기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4-4> 붉은사슴뿔버섯(맹독성 버섯)

마. 마귀광대버섯(Amanita pantherina)
마귀광대버섯은 여름과 가을철에 소나무림과 참나무림에서 주로 발생한다.
버섯의 갓 표면은 떡 고물 모양의 장식이 있으나, 빗물에 의해 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리버섯을 이용하여 파리를 잡았으나, 유럽
에서는 이 버섯을 이용하여 파리를 잡기도 한다.

<그림 4-5> 마귀광대버섯(맹독성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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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란다발(Naematoloma fasciculare)
노란다발은 여름과 가을철에 참나무류의 그루터기 혹은 죽은 부분에서 많
이 발생한다. 버섯이 전체적으로 짙은 등황색을 띠고, 버섯조직의 맛이 쓰다.
이 버섯은 식용버섯인 개암버섯과 유사하여 독버섯 중독사고를 자주 일으킨
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버섯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섯이다.

<그림 4-6> 노란다발(맹독성버섯)

3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 구별법

올해는 예년에 비해 비가 자주 내려서 온 산에 버섯 풍년이다. 이런 여름과
가을철에는 산과 계곡 등지에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버섯들을 많이 만나
게 된다. 버섯은 다채로운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 숲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기에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의 재료
가 되기도 한다.
요즘 산에 가면, 달걀버섯, 꾀꼬리버섯, 애기꾀꼬리버섯, 털목이, 목이, 깔때
기버섯류, 솔버섯(염장필요), 그물버섯류, 껄껄이그물버섯류, 비단그물버섯류,
싸리버섯류, 젖버섯류, 만가닥버섯류, 뽕나무버섯부치, 뽕나무버섯(고산지대)
등 식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버섯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버섯류에는 일부 독버섯들이 포함되어 있고, 맹독성 버섯들도
이들과 같이 발견된다. 그래서 버섯을 채취하여 식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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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식용버섯과 매우 유사한 독버섯들
식용버섯

차이점

독버섯

느타리, 표고는
버섯조직의 색이
전체적으로 백색이고,
화경버섯은 대(자루)
밑부분의 조직색이
검은색임
느타리

화경버섯

먹물버섯은 버섯의
표면에 인피가 있고,
두엄먹물버섯은 인피가
없음
먹물버섯

두엄먹물버섯

외대덧버섯은 갓 표면에
백회색의 얼룩 무늬가
있지만, 삿갓외대버섯과
외대버섯은 매끈하며
위와 같은 무늬가 없음
외대덧버섯

삿갓외대버섯

절구버섯은 버섯이
상처가 났을 때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절구버섯아재비는
분홍빛을 띠나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음
절구버섯

절구버섯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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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식중독 사고 환자 47명 중 5명이 사망하였는데,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노랑싸리버섯 등이 원인 버섯으로 보고되어 있다. 일본의 경
우에는 과거 20년 간 평균 독버섯 중독사고 건수가 매년 50건에 약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평균 1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노란다발, 절구버섯아재비 등이 원인 버섯이었다. 또한 외대
버섯류와 광대버섯류에 속하는 독버섯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면, 매년 버섯 중독사고의 7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독버섯 중독사고의 원인으로는 마귀광
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과 흰알광대버섯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개나리광대
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노란다발 등의 버섯들이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6년 8월에 독버섯인 절구버섯아재비를
식용하여 1명이 사망하였다. 이 버섯은 식용버섯인 절구버섯과 매우 닮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버섯이 발생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버섯 중독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로, 버섯 채취자가 버섯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는 신선한 버섯만을 채취하여 식용하는 것
이다. 최근에 몇가지 버섯 도감류들이 출판되어 있기에 이들 전문서적들을 참
고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잘못된
구분법을 맹신하면 안된다. 예들 들면, 독버섯은 화려하고, 벌레가 먹지 않고,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킨다거나, 대가 세로로 찢어지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셋째로, 버섯중독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버섯을 먹고 두통,
구토, 뱃속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독버섯의 잘못된 상식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독버섯은 화려하고, 곤충 및 민달팽이 피해가
없고,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며, 대가 세로로 찢어지고, 소금물에 절이면 무
독화 된다는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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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 아름답고 화려한 정도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주관적이기에 차이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으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독버섯은 곤충 및 민달팽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곤충과 민달팽이는 사람보
다 버섯 독소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벌레 먹은 독버섯도 많으며, 무엇
보다 벌레가 먹고 안 먹고는 환경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기온이 떨어질수
록 벌레 피해를 받는 버섯은 크게 감소한다. 또한 영화나 사극에서 보면, 음
식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은수저 혹은 은침을 이용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하지만, 버섯의 독성물질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독성물질과 달라 은수저를 검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독버섯은 대가 세로로 찢
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식용하는 대부분의 버섯들이 세로로 찢어지기에 그것
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독버섯을 소금물에 절이면 무독화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약한 독소를 가진 일부 독버섯들은 어느 정도 소금물
에 독성물질들이 우러나올 수 있지만, 맹독성 버섯들은 독성물질이 소량으로
도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절인다고 하여 독성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믿고 버
섯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버섯은 알고 있는 버섯만 먹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버섯을 먹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림 4-7> 화경버섯(민달팽이 피해)

야생버섯을 먹고 메스껍거나, 구역질이 나고,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
타나면 우선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가 식용한 버섯이 있으면, 병원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버섯은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이 다르고 치료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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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해 설
버섯(mushroom) : 포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이 맨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자실체를 만드는 균류
대(stem) : 버섯의 갓을 지탱해 주는 기둥에 해당하는 기관
턱받이(annulus) : 갓 아래부분의 대에 부착된 고리모양의 기관
주름(gill) : 포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이 주름 모양을 한 것

대, 턱받이

주름

꺽쇠연결(clamp connection, clamp-connexion) : 담자균류에서 발견되는 균사의
구조물로 핵의 운반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꺽쇠모양의 구조물
격막(septum) : 고등균류의 균사에 발견되는 균사의 벽
균사(hyphae) : 균류의 몸체를 이루는 실처럼 생긴 것
땅속균사(hypogeous hyphae) : 땅속에 존재하는 균사

균사, 격막, 꺽쇠연결

땅속 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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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균근(ectomycorrhizae) : 고등균류 중에서 수목의 뿌리 표면에 균사 맨틀
층을 만들고 피층 세포사이에 하티그망을 만드는
구조물
균환(fairy-ring) : 균사체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 고리모양의 원형으로 발달하
면서 버섯들이 둥그런 모양을 발생

외생균근

균환(둥그렇게 버섯 발생)

균환선단(leading edge of mycelium) : 균환의 균사체 중에서 선단에서 위치한 것
균사맨틀층(fungal mantle) : 외생균근을 만드는 균류들이 식물 뿌리 세포 외
부에 균사층이 발달하여 만든 것
하티그망(Hartig net) : 외생균근균이 식물 뿌리 세포사이에 형성된 균사네트
워크

균환선단(경계선)

균사맨틀층, 하티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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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기(basidium) : 담자균류에서 담자포자를 만드는 생식기관
담자포자(basidiospore) : 담자기에서 만들어진 포자
포자문(spore print) : 버섯 자실체의 포자들이 떨어져서 만들어 낸 무늬

담자기, 담자포자

포자문

원기(primordium) : 버섯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어린 버섯

원기(가장 왼쪽)

일핵균사(monokaryon) : 하나의 세포에 한개 핵이 존재하는 균사
이핵균사(dikaryon) : 하나의 세포에 두개 핵이 존재하는 균사

일핵균사(적색선은 격막을 가리킴)

이핵균사(적색선은 격막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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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묘(ectomycorrhizal seedling tree) : 실내조건에서 종자를 발아시킨 1년생
미만의 묘목에 외생균근균을 감염시킨 묘목
감염묘(ectomycorrhizal sapling tree) : 야외조건에서 다년생 묘목에 외생균근
균을 감염시킨 묘목

접종묘

감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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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F o r e s t

S e r v i c e

부록 1.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침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68호, 2000)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사업 대상지 판정 및 구체적인 사업실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송이자원 보
호 및 증식을 위한 송이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나. 추진배경
◦ 1985년도 이후 소나무림 감소, 엘니뇨에 의한 기후변화, 송이발생림내
과도한 낙엽층 축적과 소나무와 경쟁하는 활엽수의 번성 등 송이균사 생
육환경 악화로 인하여 송이생산량 감소
- 송이 생산량 추이(톤) : (85)1,313→(’95)654→(’98)278→(’99추정)600
◦ 송이균사 보호 및 증식을 위한 낙엽긁기, 잡목제거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송이환경개선사업 확대 필요
※ 1999년까지 융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전환 필요

다. 사업내용
◦ 지원 원칙
- 생산기반사업과 관수시설 설치사업 보조 지원
※ 컵 씌우기 사업은 보조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
- 생산기반사업비 위주로 지원
․2000년 예산을 생산기반사업 70%, 관수시설 설치사업 30%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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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액(10억원) : 생산기반사업 7억원, 관수시설 설치 3억원
․생산기반사업비 부족 시 관수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하나, 생산기반사업비를 관수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원할 수는 없음
◦ 지원내용 : 송이주산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송이자원 보호 및 증식을 위
한 발생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공간조절 간벌․가지치기, 지피물제거, 하층식생 조절 및 관수시설 설치
◦ 지원대상자 : 주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송이생산자(법인 또는 개인)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2

용어의 정의

가. 송이산
◦ 송이가 발생하는 산 또는 송이가 발생하도록 사업을 하는 산
- 송이 발생림 :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산
- 송이 미발생림 : 앞으로 송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산

나. 송이 균환
버섯이 실제로 나는 근거가 되는 땅속 송이균의 모임

다. 적지(適地)판정 작업
사업 요청지역의 입지조건, 생태적 조건 등을 점검하여 사업실생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

라. 생산기반사업
송이산의 과도한 낙엽층과 활엽수 제거를 위하여 실시하는 숲의 공간조절
을 위한 공간조절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제거, 각종 산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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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의 사업
◦ 간벌 : 숲의 밀도조절을 위하여 소나무 및 활엽수를 제거하는 작업
◦ 가지치기 : 숲에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사람
의 키보다 낮은 부분에 위치한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
◦ 하층식생 정리 : 송이산 내부에 자라는 관목류(산철쭉, 쪽동백 등)나 1차
년도 작업 후에 발생한 참나무류 등의 맹아를 제거하는 작업
◦ 지피물 제거 : 송이산의 지표면에 쌓인 낙엽, 나무가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
◦ 산물반출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과정에서 나온
각종 산물을 대상지역 밖으로 옮기는 작업

마. 관수(灌水)시설 설치사업
송이산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의 설치작업

3

적용범위

◦ 생산기반사업과 관수(灌水)시설 설치사업에만 적용
※ 컵씌우기 사업 등은 보조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

4

사업실행 요령

가. 총론
송이 발생림과 미발생림을 구분하여 사업실행 타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
여 환경개선사업 실시 방법에 따라 실시
◦ 송이 발생림 및 발생림 주변 : 이미 송이가 발생하는 산이므로 적지판정
보다는 발생을 지속시키거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발생면적을 주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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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실시 범위(면적) 및 기간을 결정한 후 사업을 실시
◦ 송이 미발생림
- 적지판정에 따라 생산기반사업 실행여부 결정
- 송이 미발생림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결정․실행
송이산
적지(適地) 여부 판정

송이 발생림 및
주변

송이
발생림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산

발생림
주변

송이
미발생림

사업 기간 결정 → 사업실행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송이
발생림만 실시)

송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산

사업 불실행

<그림 1-1> 송이 생산기반사업 실행 흐름도

나. 사업적지 판정, 사업기간 및 세부 사업내용의 결정
(1) 생산기반사업
(가) 사업적지 판정
1) 적지판정 요건
□ 입지적 조건(지형) : 배수가 잘되는 산등성이 부근이 적당함
- 산중복(中腹) 부분도 배수가 잘되어 토양이 건조한 곳은 가능
- 통풍이 양호하고 햇볕이 잘 들어서 비교적 건조한 곳이 좋음
※ 배수가 잘되지 않고 수분이 많은 곳은 송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음을
감안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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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업적지 판정을 위한 각종 지형의 유형
번호

구

분

지형의 구체적인 모습

적지판정

①

산 정상 부근

토심이 얕아서 소나무 뿌리도 얕게 퍼짐

적 합

②

산등 부근

능선부의 아래 부분으로 건조한 곳

적 합

③

오목한 지형

토심이 비교적 깊고 습한 지형

부적합

④

계곡부

토심이 깊고 하층식생이 많음

부적합

⑤

산복 이하

토심이 깊고 습하여 하층식생이 많음

부적합

□ 생태적 조건
- 임상(林相) :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숲
구

분

숲의 구체적인 형태

소나무 지배형

숲의 70% 이상을 소나무가
차지한 숲

활엽수 침입형
(30～50%)

상층림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침입하여 혼효림을 이루고 있는 숲

활엽수 지배형
(50% 이상)

소나무가 쇠퇴하고 활엽수가
우세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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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판정
발생림

미발생림

적 합

적 합

적

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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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임령(林齡) : 송이발생이 시작되기 직전의 유령림이나 송이가 발
생하기 시작한 숲이 가장 적당
※ 송이 발생시기 : 소나무 임령 20～30년부터 발생
구분

15년생 이하

16～35년생

36～50년생

50년생 초과

발생림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미발생림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2) 적지 판정 순서도
아니오

대상지내에 송이
발생림이 있다

→

산 정상부～산등
부근 또는 산복부
볼록한 지형이다

아니오
→

↓예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내
이다
↓예

아니오
→

↓예

소나무의 나이가
16～50년의 범위에
있다

소나무의 나이가
16～35년의 범위에
있다

↓예

아니오
→

부
적
합
판
정
↓
사
업
불
실
행

↓예
사업기간 결정 → 생산기반사업 실행

(나) 사업기간의 결정
1) 송이 발생림 : 임상 및 소나무 임령에 따라 구분
구

분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유령림(16～35년생)

2년(1, 2차년도)

3년(1, 2, 3차년도)

장령림(36～50년생)

3년(1, 3, 5차년도)

4년(1～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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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이 발생림 주변 : 3년(1, 2, 3차년도)
3) 송이 미발생림 : 2년(1, 2차년도)
☞ 2차년도 이후의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사업전체가 실패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결정
(다) 세부 사업내용의 결정
1) 송이 발생림 : 임상 및 소나무 임령에 따라 구분
구

분

유령림(16～35년생)

장령림(36～50년생)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소나무 지배형 활엽수 침입형

1차년도

간, 하, 지

간, 하, 지

하, 가, 지

간, 하, 지

2차년도

가, 하

간, 가, 하

-

가, 하

3차년도

-

가, 하, 지

하, 가, 지

가, 하, 지

4차년도

-

-

-

가, 하

5차년도

-

-

하, 가, 지

-

※ 간 : 간벌, 가 : 가지치기, 하 : 하층식생 정리, 지 : 지피물 제거
2) 송이 발생림 주변
◦1차년도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2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3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3) 송이 미발생림
◦1차년도 :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2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 세부사업 중 이미 실행한 사업은 제외하고 연차별로 실행
(2) 관수시설 설치사업
◦사업적지 : 송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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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지 선정 및 도면작성
(1) 작업범위 선정
(가) 생산기반사업
◦송이 발생림의 산 전체나 미발생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점만을 대상으로 선정
※ 생산기반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명확히 선별하여 작업
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관수시설 설치사업 : 송이 발생림만을 대상으로 함
(2) 사업 대상지 선정
(가) 생산기반사업
◦송이 발생림 및 발생림 주변
- 송이가 실제로 나고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송이균환이 확대될 수 있
는 지역을 선정
․송이 발생림 : 송이 균환을 포함하고 있는 사면의 산복부 이상 적합
한 곳으로 판정되는 곳
․송이 발생림 주변 : 송이 균환은 없으나 송이 발생림에 인접한 숲으
로서 송이 발생림과 비슷한 형태의 숲
◦송이 미발생림
- 35년생 이하의 유령림만을 대상으로 선정
- 소나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지닌 숲을 선정
- 산 정상에서 능선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사면(斜面)을 하나의 사업 단
위로 선정
(나) 관수시설 설치사업 : 송이 발생림만을 대상으로 선정
- 건전한 송이 균환이 있는 지역에 집중 설치
※ 송이 균환이 건전하지 않은 지역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수분을
공급할 경우 송이 이외 유해한 버섯이나 미생물이 늘어나 송이 생
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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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의 표시
(가) 도면 표시
◦ 사업 대상지 위치 : 1/25,000 도면에 표시
◦ 세부 사업계획 : 1/6,000 임야도에 표시
(나) 표시 방법
◦ 1/6000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
산 102
관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저수시설 설치 대상지

산 103

80m

산 101

110m
100m

생산기반사업 대상지
산 104

산 106

산 105

<그림 1-3> 송이 생산기반사업 계획도(예시)

※1/6,000 임야도를 사용하여 사업하고자 하는 지번 산 104번지 내에 사업지
를 사각형 또는 삼각형의 형태로 표시한 것임. 단, 저수시설 설치 대상지는
다른 곳에 표시될 수도 있음
◦ 사업을 실시하는 구역과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
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는 사각형으로 구획하되 부분적으로는 삼각형
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변의 폭 : 50m, 100m, 150m 또는 200m 등으로 일정하게 하되 최소
10m 단위로라도 표시
◦ 작업구역이 다수인 경우 작업구역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시
- 생산기반사업은 ①, ② 등으로 표시하고,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
㉯로 표시하며, 간이 저수시설 설치대상지는 별도표시하되 동일 지
번 내에 없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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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기반사업 실시방법
(1) 총론
(가) 작업 방법
1) 간 벌(그림 1-4 참고)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로서 나무 사이의 거리가 수고의 35%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상대공간지수가 35 내외)
(예) 소나무림의 수고(樹高)가 10m인 경우에는 나무 사이의 거리가
3.5m 내외가 되도록 하며, 수고가 5m인 경우에는 나무사이의
거리가 1.8m 내외가 되도록 공간유지를 위한 간벌을 실시
<작업전>

⇩
<작업후>

<그림 1-4> 송이산의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작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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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간벌은 최대한 억제하되 상대공간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소나무도 제거하며, 참나무류라 할지라도 너무 간격이 멀게 되
는 경우에는 남겨둠. 참나무류는 맹아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가슴높이 정도
에서 절단시키고, 싸리, 철쭉류는 1～2개의 줄기만 남기고 모두 제거함.
상대공간지수(RSI)

=

나무 사이의 간격(m)
숲의 수고 평균치(m)

×

100(%)

◦ 맹아(萌芽)발생이 잘 되는 참나무류는 첫 해에 가슴높이(1.2～1.5m)
에서 잘라내어 나무줄기가 남아 있도록 처리
⇒ 2～3차 년도에는 하층식생 정리작업을 통하여 새로 돋아난 잔가지
만 정리하다가 4～5차년도에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
◦ 간벌은 산물 반출작업을 포함하며, 나뭇가지 등과 더불어 반드시 사
업대상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 주의사항
송이산 간벌 작업은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균환 주변의 소나무 벌
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벌 작업은 송이균환 선단에
위치한 소나무의 수관폭 반지름의 4배 떨어진 곳부터 한다. 송이균
환 영향권에 있는 소나무를 간벌하면, 송이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곳은 간벌보다는 가지치기만을 실시한다.
2) 가지치기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실시하여 나무간의 거리를 넓혔음에도 불구
하고 땅에 그늘이 너무 많이 지는 경우에 실시
◦ 작업공간 유지를 위하여 지상 2m 이하의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
◦ 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면서 그늘을 만들 경우에는 2번만 겹쳐지는
수준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실시
3) 하층식생 정리
◦ 진달래 및 철쭉 종류와 싸리류는 줄기 중에서 2～3개만 남기고 밑동
을 절단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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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무류를 1.2～1.5m의 높이에서 잘라 새 가지가 나온 경우에는 다
시 윗부분을 잘라 1.2～1.5m 부분에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고, 처음 자른 지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냄
4) 지피물 제거(그림 1-5 참고)
◦ 낙엽층의 두께가 5cm 이상일 경우에는 낙엽층이 모두 없어질 정도로
긁어냄
◦ 신선한 낙엽이 아니라 썩고 있는 낙엽층일 경우에는 3cm 이상의 낙
엽층은 모두 지표면(흙)이 나타나도록 제거
◦ 초본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높이 20cm 이하의 작은 초본은
무시
◦ 높이 20cm가 넘는 초본류와 조릿대 등 습지성 초본류는 풀베기 또는
굴취를 통하여 제거

<그림 1-5> 지표 손질작업(낙엽긁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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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 시기
◦ 간벌, 하층식생 정리 및 가지치기는 나무의 종류 판단과 그늘진 정도
의 확인이 쉬우며 맹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여름철에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송이 발생림의 경우 낙엽 긁기는 송이를 채취한 후(10월 중순～11월)
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송이 미발생림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
도 무방하며, 발생림은 송이 채취 후 모든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가
능함
(2) 각론
(가) 송이 발생림
1) 작업 원칙
◦ 현재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숲이므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하고 소
규모로 잘 다듬어 주는 형태로 관리
◦ 숲의 나이와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기법을 적용함
2) 유령림(16～35년생)
◦ 소나무 지배형
-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
록 실시하며 하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
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활엽수 침입형
- 1차년도 : 공간조절을 위한 간벌을 상대공간지수가 30 수준이 되도
록 실시하되 소나무는 최대한 남기고 활엽수를 주로 제거, 기타 하
층식생 정리와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추가 간벌과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하며 가지치기를 통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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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 가슴높이에서 자른 참나무류의 하층식생 정리와 가지치기
를 실시하며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가로 실시
3) 장령림(36～50년생)
◦ 소나무 지배형
- 격년 간격으로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활엽수 침입형
- 1차년도 : 소나무를 남겨두고 활엽수만 제거하며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되도록 간벌,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 작업을 실시
- 2차년도 : 가지치기와 하층식생 정리만을 실시
- 3차년도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지피물 제거작업을 추
가로 실시
- 4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를 통하여 수세(樹勢)가 약해진 참나무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나뭇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도록 함
(나) 송이 발생림 주변
1) 1차년도
◦ 소나무는 최대한 유지하되 상대공간지수가 35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참나무류를 제거하며, 하층식생 정리, 가지치기, 지피물 제거 실시
2) 2차년도
◦ 숲의 그늘진 정도를 확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하층식생을 정리
3) 3차년도
◦ 하층식생 정리와 더불어 낙엽층을 비롯한 지피물 제거작업 실시
(다) 송이 미발생림
1) 1차년도
◦ 강도의 간벌로서 상대공간지수가 35의 수준이 되도록 실시
◦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도 간벌 대상에 포함
◦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를 실시하여 숲의 그늘진 정도를 줄이며 지
피물 제거는 지표면 흙이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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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침

2) 2차년도
◦ 가지치기로 나무가지가 3번 이상 겹쳐지며 그늘이 형성되는 곳이 없
도록 함
◦ 하층식생을 정리하여 빛이 지표에 많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처리
(3) 관수시설 설치사업
(가) 작업 방법
◦ 관수시설 설치는 가능한 한 7월 말 이전에 완료
◦ 기타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지형 등 지
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나) 장비 기준
종 류
◦스프링클러
◦양수기
◦동력기
◦호스
◦비닐
◦기타 자재

5

사 업 량
5대/㏊
0.2대/㏊
0.2대/㏊
300m
1롤
-

비

고

․ 5마력 기준
․ 경운기 본체 등
․ 0.1㎜, 폭 1.8m, 길이 91m
․ 철근, 노끈 등

사업실행 기준단가

가. 단가 산정 원칙
◦ 실제 사업면적(ha)을 기준으로 산정(전체 산림면적이 아님)
◦ 생산기반사업비와 관수시설 설치비를 구분하여 산정
※ 생산기반사업비 부족 시 관수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
나, 생산기반사업비를 관수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원할 수는 없음
◦ 생산기반사업
- 사업대상지의 송이 발생여부, 임상 및 임령에 따라 차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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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 및 사업실행 연도별로 기준단가를 산정
- 산물(産物)반출 사업비는 간벌, 가지치기 등 각 세부사업에 포함
◦ 관수시설 설치사업 : 장비 이외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미포함

나. 세부 내역
◦ 사업실행 기준단가표
세부사업별
□ 생산기반사업
◦간벌
- 소나무지배형
(유령림)
- 활엽수침입형
(유령림)
- 활엽수침입형
(장령림)
◦ 가지치기
◦ 하층식생정리
◦ 지피물제거
- 1차년도
- 2차년도
□ 관수시설 설치
◦ 스프링클러
◦양수기
◦동력기
◦호
스
◦비
닐
◦ 기타 자재

사업비

산 출 내 역

비

594,800 10인×59,480원/인 = 594,800원

․벌목인부 적용

594,800 10인×59,480원/인 = 594,800원

․벌목인부 적용

892,200 15인×59,480원/인 = 892,200원

․벌목인부 적용

297,400 5인×59,480원/인 = 297,400원
297,400 5인×59,480원/인 = 297,400원

․벌목인부 적용
․벌목인부 적용

435,800 10인×43,580원/인 = 435,800원
217,900 5인×43,580원/인 = 217,900원

․조림인부 적용
․조림인부 적용

250,000 50,000원×5개 = 250,000원
100,000 500,000원×0.2대 = 100,000원
400,000 2,000,000원×0.2대 = 400,000원
300,000 3,000원×100m = 300,000원
50,000 50,000원×1롤 = 50,000원
200,000 200,000원

고

․5마력 기준
․경운기 본체 기준
․0.1㎜,폭 1.8m,길이 91m
․철근, 노끈 등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99상반기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 단가 산정(예시) : 생산기반사업과 관수시설 설치사업을 함께 실행하는 경우
- 간벌(활엽수침입형 장령림)＋가지치기＋하층식생정리＋지피물제거(1차
년도)+ 관수시설 설치작업(스프링클러 등)을 실시하는 경우
⇒ 3,222,800원(892,200원＋297,400원＋297,400원＋435,800원+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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