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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꽃송이버섯은 침엽수를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식·약용버섯으로 최근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버섯은 낙엽송 심재부후병균으로 악명 높은 갈색부후균이므로 임지 재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꽃송이버섯의 침엽수림 내 발생환경을 조사하고, 낙엽송의 심재부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침엽수림 내에서 꽃송이버섯 재배를 시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꽃송이
버섯은 습도가 충분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 다양한 침엽수림에서 발생하였
다. 꽃송이버섯이 발생한 토양은 사양토에서 미사질양토의 범위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에 비하여 고운
토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pH는 4.6~5.2, 유기물 함량은 4~11%를 나타내 넓은 생육범위를 나타내었다. 꽃송이버섯 균
이 침입한 목재는 육안으로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 부위에도 이미 균사가 퍼져 있음을 DNA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피해부위는 건전부위에 비하여 함수율은 30% 정도 높은 반면, 압축강도는 30% 정도 낮았다. 꽃송이버섯 균은
뿌리만이 아니라 가지치기 등을 통해 생기는 가지부위의 상처를 통해서도 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자의 비산
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꽃송이버섯 균이 나무뿌리 및 줄기부위의 상처를 통하여 쉽게 침입
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량목 생산을 위해서는 숲가꾸기의 시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버섯의 임내 재배는 신중
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생간벌 등 무육작업을 통해 통기성이 좋은 여건을 유지한다면 성숙림
으로 육성하여 우량목재를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Abstract: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is recently recognized as a new edible and/or medicinal
mushroom cultivated with conifers. By the way, the mushroom is notorious as a brown-rot fungus that causes a butt-
rot of larch. So,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to apply the mushroom cultivation in coniferous st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seriousness of heartwood decay on conifers such as larch by cauliflower
mushroom with surveying the mushroom producing environment and to examine whether the cultivation of
cauliflower mushroom produce any problem in conifer stands or not. The mushroom occurred in various coniferous
stands such as Larix kaempferi, Pinus koraiensis, P. densiflora and Abies holophylla on fertile soils with adequate
moisture. Soil texture of the mushroom producing site was comparatively fine compared to general forest soils;
sandy loam, loam and silty loam. Soil pH ranged from 4.6 to 5.2, and organic matter contents were 4~11%, which
showed relatively wide range. We could find S. crispa by a DNA technique from the wood that seemed to have no
heartwood decay by naked eyes. The damaged wood showed 30% higher moisture contents than that of sound
wood, while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30% lowered down compared to that of sound wood. The fungus may
invade conifers through the scars occurred on roots or stems, in this case spore dispersion of the mushroom takes
a great role. Thus, we concluded that forest tending activities need to be applied with considering the invasion of
S. crispa, and cultivation of cauliflower mushroom in forest should be attempted very carefully. By the way, we also
infer that conifer stands can be nurtured without heartwood decay by S. crispa if the stand be managed in good
aeration conditions by proper silvicultural practices such as sanitary th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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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꽃송이버섯(Sparassis crispa)은 β-glucan의 함량이 높

아 백혈구의 활성을 높이는 등 면역력 증강에 매우 좋은

버섯이다(Harada 등, 2002a; 2002b). 위궤양, 식도암, 고

혈압, 당뇨 등에 매우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Mao와 Jiang, 1993), 일본을 중심으로 약용버섯으로 인

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배양특성 연구결과(Shim 등, 1998; 오득실, 2003;

Chang과 Choi, 2004; 서상영 등, 2005; 정종천 등, 2008)

를 토대로 낙엽송 등 침엽수 단목 및 톱밥을 이용하여 재

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Lee 등, 2004; 박현 등, 2005;

2006; 오득실 등, 2006)되었고, 재배가 점차 확대될 것으

로 기대된다. 하지만, 꽃송이버섯과 관련된 연구는 균 자

체의 배양이나 재배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버섯

이 발생하는 숲의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

한 예는 찾기 어렵다(Ka 등, 2007).

한편, 꽃송이버섯은 우리나라의 낙엽송, 잣나무, 전나

무, 소나무 등 침엽수림에서 여름철에 어렵지 않게 발견

된다. 이들은 덕다리버섯(Lateiporus sulphureus), 해면버

섯(Phaeolus schweinitzii)과 더불어 낙엽송의 심재부후병

을 일으키며, 낙엽송에 접종할 경우 6개월 만에 10%의

중량 감소율을 초래한다(김현중 등, 1990; 1991). 최근에

는 60년생 이상의 낙엽송을 벌채할 경우 심재 부위가 썩

은 모습을 가끔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경재로

육성되고 있는 낙엽송 등 국산 침엽수림이 성숙림으로 육

성될 수 없다는 의견도 피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

재부후 피해목이 실제로 구조재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

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박병수 등, 2007).

최근 침엽수림의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되는 간벌재의

반출문제가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

에서, 꽃송이버섯의 임내 재배는 시도해 봄직하다. 하지만,

꽃송이버섯이 임내에서 쉽게 확산되고 성숙한 대경재 생

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임내에서의 시도는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낙엽송 등 주요 침엽수림을 대상으로 꽃송이버섯

이 발생한 입지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낙엽송(생립

목 및 고사목)에서 채취한 시료의 압축강도 등 재질적 특

성을 분석하여 꽃송이버섯이 심재부후를 일으키는 정도

와 그 피해목의 활용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유

망버섯으로 재배 확산을 꾀하는 꽃송이버섯의 임내 재배

가 낙엽송 등 침엽수림 육성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꽃송이버섯 채집 및 발생지 특성 조사

꽃송이버섯 채집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낙엽송 조림지(1925

년 식재), 소나무, 잣나무 및 전나무 등 침엽수림과 강원

대학교가 관리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소재 연

화사 주변 낙엽송 조림지(1930년대 식재) 및 강원도 춘천

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 잣나무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

재 낙엽송림 등을 조사하였다(Table 1).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조사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

지 매년 7월~8월에 꽃송이버섯 채집을 실시하였으며, 다

른 지역은 같은 기간 중 1~2회의 방문을 통하여 꽃송이버

섯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찾으면서 같은 임분 내에서도

꽃송이버섯이 출현하는 지점의 입지환경 특성을 파악하

Table 1. The surveyed plots for collecting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No Administrative district Major species Altitude (m) Aspect Slope (°) Remarks

1 Dongsan, Chuncheon, Gangwon-do P. koraiensis 600 S70E 18 Dead tree

2 Bukbang, Hongcheon, Gangwon-do L. kaempferi 240 N25W 15 Living tree

3 Bukbang, Hongcheon, Gangwon-do L. kaempferi 260 N40W 28       "

4 Bukbang, Hongcheon, Gangwon-do L. kaempferi 261 N80W 25       "

5 Bukbang, Hongcheon, Gangwon-do L. kaempferi 270 N50W 30       "

6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P. koraiensis 305 N35W 5       "

7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L. kaempferi 315 S65W 10       "

8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L. kaempferi 310 N40W 15 Dead tree

9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L. kaempferi 312 W 15 Living tree

10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L. kaempferi 315 S85W 5 Dead tree

11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L. kaempferi 318 S80W 5 Living tree

12 Jinjeop, Namyangju, Gyeonggi-do P. koraiensis 280 W 10       "

13 Sandong, Gurye, Jeollanam-do L. kaempferi 515 S 20 Living tree

14 Sandong, Gurye, Jeollanam-do L. kaempferi 1,100 S75E 35       "

15 Sandong, Gurye, Jeollanam-do L. kaempferi 1,080 S70E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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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 지역별로 꽃송이버섯이 발생한 곳 주변의 표층

10 cm 이내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토성, pH, 유기

물함량, 전질소 함량, 유효인산, 양이온 치환용량 등을 국

립산림과학원 토양분석실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2. 꽃송이버섯 발생목 벌채, 조사 및 균 확인

2008년 8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낙엽송 조림

지(1925년 식재)에서 꽃송이버섯 채집 시 매년 근주(根株)

주변에서 꽃송이버섯이 발생한 살아있는 낙엽송 1본과,

동일 임분 내에 쓰러져 있는 나무로서 줄기 아랫부분에서

꽃송이버섯이 발생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심재 부후로 고

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낙엽송 고사목 1본 등 2본을 각각

벌채하였다. 근주 부위와 지표에서 50 cm 간격으로 심재

부후가 일어난 부분까지의 원판을 채취하고, 이후 2 m 간

격으로 수간석해를 실시하여 심재부후가 일어난 시기 등

을 분석하였다. 조제된 원판은 실험실로 옮겨와 건전 부

위 대비 부후 부위의 크기를 측정하여 심재부후 정도를

조사하였다.

심재부후가 일어난 부분에서는 PDA배지를 이용하여 균

을 분리하고, 균사의 자라는 양상을 기존에 자실체에서 분

리한 꽃송이버섯 균사와 비교하며 꽃송이버섯 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리된 균주에 대하여는 Lee와

Taylor(1990)의 방법에 따라 DNA를 추출, 분석하여 꽃송

이버섯 균 여부를 확인하였다. DNA 추출을 위해서는 배

양한 균사체를 막자사발에 액체질소와 함께 넣고 곱게 마

쇄한 다음 1.5 mL tube에 DNA extraction buffer 300

µL를 넣고 섞었다. 13,000 rpm, 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를 한 후 상등액 250 µL를 다른 tube에 옮기고 phenol/

chloroform 250 µL를 넣어 조심스럽게 섞은 후, 13,000

rpm, 상온 조건으로 15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다시

상등액 200 µL와 isopropanol 140 µL를 넣고 잘 섞어

13,000 rpm, 4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등액을

버리고 바닥에 있는 pellet에 70% ethanol을 넣어 잘 혼합

하여 다시 13,000 rpm, 4oC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pellet를 건조시켜 RNAse(2 µL)와 멸

균수 30 µL를 혼합해 37oC 오븐에서 30분간 배양하여

RNA를 분해시키고 Genomic DNA를 얻었다. 분리한 유

전자의 PCR은 ITS1(TCCGTAGGTGAACCTGCGG)과

ITS4(TCCTCCGCTTATTGATATGC) primer set을 사용하

여 첫 cycle은 94oC 2분간, 그 후 30 cycles은 94oC 30초

간 denaturation, 50oC 30초간 annealing, 72oC 2분간

extention과정을 거쳐 마지막 cycle은 72oC 5분간 증폭하

였다. 증폭된 DNA는 1% agarose gel에서 TAE buffer를

사용하여 전기영동하였다(Lee와 Taylor, 1990). 염기서열

분석은 Agarose gel에서 PCR product를 확인한 후 gel

extraction kit를 이용하여 해당 DNA 밴드를 추출하였으

며, 추출된 밴드는  (주)바이오닉스에 sequencing을 의뢰

하였다. 얻어진 데이터는 상동성 검색을 위해 GenBank(http:/

/www. ncbi.nlm. nih.gov/)의 BLAST 검색을 하여 분류하

였다.

3. 채취목의 함수율, 압축강도 및 수축률 조사

채취한 원판은 KS 시험규정에 따라 건전부위 및 부후

부위별로 2 cm × 2 cm × 2 cm의 시편을 각각 2~4개씩(총

36개) 제작하여 각 시편의 함수율, 비중, 압축강도 및 수

축률을 조사하였다. 각 부위별 시편은 모두 생재(生材) 상

태에서 중량과 치수를 측정하였고, 이중 일부는 생재 상

태에서 압축강도를 측정한 후 전건시켰고, 나머지는 건조

후(전건상태) 중량과 치수를 측정하고 난 다음 압축시험

을 수행하였다.

함수율은 시편의 초기함수율로서, KS F 2199(기술표준

원 KS 규격,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따라 전건법(oven

drying method)을 사용하여 건조 전 무게(W
g
)와 100-

105oC의 온도에서 항량(恒量)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시킨

후의 전건중량(W
o
)을 측정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하였다.

함수율(%) =  

시편의 비중은 KS F 2198(기술표준원 KS 규격, 목재

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에 따라 전건 후 중량을 측

정하여 이를 생재 또는 전건상태의 부피(8 cm3)로 나누

어 각각 생재 비중 및 전건 비중을 구하였다.

건전 및 부후 시편 모두에 대하여 생재와 전건상태에서

KS F 2206(기술표준원 KS규격,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에 준하여 섬유방향 압축강도(compression parallel to

grain)를 측정하였다. Instron 5585(최대용량 : 200 kN)를 사

용하여 분당 1 mm의 하중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였으며,

최대하중, P(N)을 구한 후 이를 단면적, A(mm2)로 나누어

아래의 식에 의해 압축강도를 구하였다.

압축강도(N/mm2) = 

수축률은 KS F 2203(기술표준원 KS규격, 목재의 수축

률 시험 방법)에 따라 건조 전과 전건 후 각각 섬유, 방사

및 접선방향에 대한 치수를 측정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전수축률로 구하였다.

각 방향별 전수축률(%) =

연구결과

1. 꽃송이버섯의 발생 특성

꽃송이버섯은 수종과 사면, 경사도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였다(Table 1). 살아있는 낙엽송, 잣

W
g

W
o

–

W
o

-------------------- 100×

P

A
----

건조 전 치수−전건 후 치수
× 100

건조 전 치수



꽃송이버섯에 의한 침엽수 심재부후 발생환경 및 낙엽송 피해목의 재질 특성 19

나무, 소나무 줄기 주변의 토양 위, 혹은 땅에 가까운 줄

기 위에서 주로 출현하였으며, 전나무 및 낙엽송을 벌채

한 그루터기 위, 그리고 도복(倒伏)된 낙엽송의 아랫부

분 줄기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 토양 위

에서 발생하는 버섯의 경우 자루부분이 땅 속 깊이까지

매우 크게 발달되어 있었던 반면, 살아있는 나무뿌리나

죽어있는 나무줄기의 겉 부분에서는 부후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즉, 심재 부분에서 왕성한 균사활동을 하는 반

면 변재부위나 수피 부분에서는 부후증상이 발견되지 않

았다.

밑동 근처를 제외하고는 수간부에서 발생하는 버섯은

드문 반면, 나무의 반경 50 cm 이내에 위치하는 굵은 뿌

리와 연결되는 토양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루터기나 넘어진 나무에서 발생하는 버섯의 경우에도

수피부분 보다는 심재부분에 가까운 지점에서 자실체가

형성되었다(Figure 1-c, e, f). 즉 꽃송이버섯은 갈색부후균

으로서, 심재부의 부후를 통해 양분을 흡수하며 자실체를

형성함을 보여주었다.

Figure 1. Various occurring feature of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The legends on each item indicate the host and/

or the location of the mushroom occurrence.

Figure 2. Felled tree (Larix kaempferi) for the investigation of wood 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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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꽃송이버섯의 발생지의 입지환경 특성

꽃송이버섯이 발생하는 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하여 대

체로 습도가 높은 곳이었다. 경기도 남양주의 국립산림과

학원 조사지는 경사는 심하지 않으나 물길이 형성된 계곡

부위 주변에 형성된 곳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강원도 홍

천 및 춘천에 소재한 강원대학교 학술림의 경우에는 물가

에 위치한 낙엽송 옆 등 산록부의 토양습도가 높은 곳이

었으며, 산복 부분의 간벌이 잘 되어 숲의 전반적인 통기

성이 좋아 상대습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아울러, 전라남도 구례에서 채취한 꽃송이버섯의 경

우에도 토양습도는 높지 않은 길가이었지만, 안개가 잦아

공중습도가 매우 높은 곳이었다. 예외적으로, 직경 40~50

cm에 이르는 소나무 옆에서 발견한 꽃송이의 경우에는 공

중습도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원래 성

숙한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 산벌작업을 통해

일부 소나무만 모수(母樹)로 남아 있는 지역이었다(Figure

1-d). 즉, 당초의 숲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

지역의 토양은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이 대체로 사질이 많

은 것과 달리 미사질이 많아 수분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토의 토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변 숲의 밀도가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꽃송이버섯 균이 정착을 한 시기

에는 비교적 토양 습도가 높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론되

었다. 따라서 습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는 없지만, 꽃송이버섯이 발생하는 곳은 상대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지역으로 추측되었다.

꽃송이버섯을 발생시킨 낙엽송, 잣나무 및 소나무가 자

라고 있는 곳의 토양은 사양토에서 미사질양토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에 비하여 고운 토성

을 지니고 있었다(Table 2). 토양 pH는 4.6~5.2이었으며,

유기물 함량은 4~11% 범위로서 비교적 유기물 함량이 높

은 비옥한 토양으로 평가되었다. 토양 수분함량은 계절이

나 시기적 요인에 따라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습윤한 토양이 대

부분이었다.

3. 꽃송이버섯에 의한 심재부후 양상

1) 생립목(生立木)

꽃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살아있는 낙엽송의 경우, 1925

년에 식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수간석해 결과 조사

시점 현재 85년생으로 계산되었으며, 수고 27.8 m, DBH

48.3 m의 곧게 자란 모습으로서 재적이 2 m2에 달하는 우

량목이었다. 하지만, 잎이 거의 없어 이제 생장량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거나 병해충 피해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추측되었으며(Figure 2-a), 근주(根株) 부근에서 4

년간(2005~2008년) 꽃송이버섯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

므로 심재부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

여 벌채, 수간석해를 실시하였다. 수간석해 결과, 65년 시

점에서 수고생장이 다소 둔화되지만 지속적인 생장을 나

타내다가(Figure 3-a), 벌채시점 기준 4년 전인 81년을 정

점으로 BA(Basal Area, 수간 단면적)의 연년생장량이 급

격히 떨어지고 있었다(Figure 3-b). 이는 조사시점으로부

터 4년 이전에 꽃송이버섯 균의 침입을 받았고, 4년 전부

터는 나무의 생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벌채결과 근주 단면에서는 수(髓, pith)에서 다

소 떨어진 심재의 일부가 검은색의 상처가 있었을 뿐 부

후된 정도는 크지 않았다(Figure 2-b). 근주 단면에서 검은

흔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단면적 대비 3.4%이었으며,

산불 등으로 인하여 수피의 한 부분이 피해를 입은 후 그

부분에서 시작된 부후가 아물면서 검은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검게 아문 부분은 송진이 강하게 응결된 부분으

로 파악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꽃송이버섯 균이 분리되지

않았다. 즉, 나무 밑동 근처에서 꽃송이버섯이 발생하였지

만, 실질적으로 나무 밑동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꽃

송이버섯 균에 의한 심재 부후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igure 1-i>에서 나타난 것처

럼 수간(樹幹) 부분이 아닌 토양 속에 존재하는 굵은 뿌리

Table 2. Soil characteristics of the Sparassis crispa fruiting sites (mean±standard error).

Stand Texture† pH OM(%) Total N(%) Ava P(mg/kg) CEC(cmol+/kg)

Larix kaempferi (Namyangju) L (n=10) 4.64 ± 0.08 5.21 ± 0.48 0.32 ± 0.01 44.1 ± 18.1 17.88 ± 0.31

L. kaempferi (Gurye) L (n=5) 5.00 ± 0.15 7.72 ± 0.99 0.42 ± 0.04 18.0 ± 1.90 19.32 ± 0.79

L. kaempferi (Hongcheon)

SiL (n=6) 4.80 ± 0.09 11.47 ± 1.34 0.64 ± 0.08 25.5 ± 2.13 25.25 ± 0.92

L (n=3) 4.67 ± 0.09 7.47 ± 0.09 0.38 ± 0.01 24.0 ± 6.50 22.59 ± 0.39

SL (n=3) 5.10 ± 0.06 3.57 ± 0.27 0.22 ± 0.02 29.3 ± 1.90 16.06 ± 0.19

Pinus koraiensis (Namyangju) L (n=3) 4.50 ± 0.10 6.43 ± 1.47 0.32 ± 0.07 64.7 ± 19.4 18.55 ± 4.18

P. koraiensis (Chuncheon)
SiL (n=1)‡ 5.10 ± 0.00 6.50 ± 0.00 0.40 ± 0.00 29.00 ± 0.00 19.91 ± 0.00

L (n=2) 5.25 ± 0.05 4.00 ± 2.30 0.38 ± 0.02 23.00 ± 0.01 19.75 ± 0.17

P. densiflora (Namyangju) L (n=1)‡ 4.90 ± 0.00 4.60 ± 0.00 0.17 ± 0.00 16.00 ± 0.00 15.62 ± 0.00

†L : Loam, SiL : Silt Loam, SL : Sandy Loam.
‡The data show no standard errors since the observations have no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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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성을 갖고 버섯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

하여 밑동 부근의 땅을 파고 뿌리 부분을 조사하였다. 굵

은 뿌리도 수간과 비슷한 형태로 심재와 변재의 형태로

색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굵은 뿌리의 경우에는 수

(髓)에서 연결되는 심재부분이 썩어 있었다(Figure 2-c). 이

부분에서는 꽃송이버섯 균이 분리되었으므로, 나무 밑동

근처에서 발생한 꽃송이버섯은 뿌리의 심재 부후를 통하

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간부로 꽃송이버섯 균이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각 원판의 심재 부후도를 조사한 결과, 지상 50 cm

부분부터 2 m 부위까지 약하게나마 심재부후 증상이 있

었는데, 심재부후율은 50 cm 부분 6.9%, 1 m 부위 3.1%,

1.5 m 부위 6.0%, 2.0 m 부위 6.8%를 각각 나타내었고,

2.5 m 부위에서는 심재부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시험지는 김현중 등(1990)이 조사한 곳과 같은 조사구

로서, 같은 임분의 낙엽송이 65년생 수준일 때 1.2~5 m 부

위까지 심재부후가 진행되었다고 보고한 바와 비교하면,

심재부후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수간의 아랫부분에만 한

정되어 당시에 출현한 것과 별개의 시점에서 심재부후가

시작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활엽수의 경우에도 대체로

흉고부위 이하만 심재 부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국립산림과학원, 2007), 심재부후는 대체로 뿌리나

근주 부분의 심재에서 시작되며 상층부로 심하게 전이되

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장조사를 위한 수간석해 과정을 통해 수고 5

m 부위에서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1953년에 생성된 상

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윗부분을 2~3 m 간격으로

Figure 3. The result of stem analysis for Larix kaempferi which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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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7.5 m 부위에서 연륜 기준 최대 20

년 부위까지 부후되어 14.9%의 심재부후로 가장 심한 심

재부후율을 나타내었다(Figure 2-e). 또한, 9 m 부분에서는

연륜 기준 최대 4년 부위까지 부후하여 3.4% 수준의 심재

부후(Figure 2-f), 그리고 15.5 m 부위는 1.6% 수준의 심재

부후 증상이 계속 나타났다. 각 심재부후 부위에서는 꽃송

이버섯 균이 분리되었으므로 이들은 모두 꽃송이버섯에

의하여 심재부후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17 m 부위에서는 육안으로 심재부후를 확인하

기 어려웠으나 꽃송이버섯 균을 분리할 수 있었으며, DNA

분리 및 D/B 확인과정을 통해서 꽃송이버섯 균임을 확인

하였다. 즉, 실질적으로 심재부후가 진행되면 수고방향으

로 10 m까지도 진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Shigo(1984)가 일반적으로 부후가 수평방향보다는 수직방

향으로 진전이 빠름을 지적한 것처럼, 외부에서 꽃송이버

섯 균이 침입하면 심재부위에 이르기까지 침투한 후, 수(

髓, pith)를 중심으로 수고방향으로 진전되는 부후속도가

방사방향으로의 부후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도복목(倒伏木)

수간 아랫부분이 파손되며 넘어진 상태로서 수간부에

꽃송이버섯이 발생한 낙엽송 고사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f). 조사된 나무는 수고 29 m,

DBH 39 cm이었으며, 심재부후는 근주부위를 기준으로

수고 3.2 m 부분까지 심하게 진전되어 있었다(Table 3). 부

후율은 원판의 60% 수준으로서 바깥부분을 차지하는 변재

부만 건전할 뿐, 심재부는 거의 모두 부후된 상태이었다. 하

지만, 3.3 m 이상의 부위에서는 1~2 m 간격으로 원판을 채

취하며 부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육안으로 심재부후를 확

인할 수 없었다. 생립목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균은

이미 3.3 m 이상 부위까지 침입하여 진전되고 있을 수 있

으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심재부후가 심하게 진행된 부분은 윤할(輪割)이 함께 진

행되어 원판을 채취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었으며, 건조되어

먼지가 나는 수준이었다. 생립목과 달리 죽은 나무에서는

심재부후가 빠르게 진행되어, 목재의 강도 측면에서 단시

간 내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심재부후에 따른 목재특성 변화

생립목의 경우, 건전부위의 변재와 심재, 그리고 부후된

심재부 간에 수축율과 비중, 압축강도 등에서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5). 함수율은 뿌리가 50% 이상

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수간부의 경

우 건전부위에서는 2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부

후부위에서는 30%가 넘어 부후부위가 건전부위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함수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McGinnes

등(1975)의 보고처럼, 부후가 진전되어 있는 목재 부분은

부후균이 목재성분을 분해하여 물과 전해질이 분리, 유출

되므로 전체적으로 수분함유량이 높아진 까닭으로 판단

된다. 아울러, 비중과 최대하중, 압축강도 모두 건전한 변

재부위에 비하여 심재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후로 인하여

최대하중과 압축강도가 건전목에 비하여 30% 정도 감소

Table 3. Decay rate of heartwood at several heights on a dead larch (Larix kaempferi) that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Height (cm)
Wood disk (cm, cm2) Rotten part (cm, cm2)

Decay rate (%)
Diameter Area Major axis Minor axis Area

50 46.0 1,662 42.0 32.0 1,056 63.5

100 39.5 1,225 34.0 29.0 774 63.2

150 38.5 1,164 31.0 28.0 682 58.6

200 35.0 962 30.0 28.0 660 68.6

250 34.0 908 28.0 25.0 550 60.6

300 33.0 855 25.0 23.0 452 52.8

320 33.0 855 22.0 21.0 363 42.4

Table 4. Wood quality of living Larix kaempferi which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treated by

compression after drying.

Contraction rate(%) Moisture
 content

(%)

Specific gravity(g/)
Peak load

(Kgf)

Compressive 
strength 
(N/mm2)Radial Tangential Fibriform Fresh Dried

Sapwood 3.19±0.04 3.99±0.55 0.57±0.52 26.5±0.7 0.48±0.02 0.38±0.01 1,257±29 37.3±1.1

Heartwood 4.02±0.22 6.22±0.27 0.29±0.20 24.7±0.9 0.80±0.04 0.64±0.04 2,476±225 75.0±6.9

Rotten Wood 1.96±0.57 6.29±0.43 0.34±0.21 33.8±2.1 0.74±0.06 0.56±0.04 1,714±194 50.2±6.6

Roots 6.37±1.23 4.41±0.72 0.00±0.11 59.1±3.7 0.92±0.07 0.58±0.05 1,686±300 4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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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복목의 경우, 윤할(輪割)이 심하게 진행되어 2 cm × 2

cm × 2 cm의 시편을 제작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었으며,

수간 아랫부분의 심재는 거의 모두 부후된 상태이었다. 건

전부위와 부후부위의 목재특성을 비교한 결과, 수축율에

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건조 후 압축한 특성이나

압축 후 건조한 결과에 무관하게 건전부위의 함수율이 더

낮고, 비중과 최대하중, 그리고 압축강도는 부후 부위가

건전부위에 비하여 훨씬 낮아 부후로 인하여 목재의 강도

특성이 극히 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Table 6, 7). 특히,

심재부분의 압축강도가 부후로 인하여 50% 미만으로 급

격히 약화되어 구조재(構造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

준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 찰

꽃송이버섯의 배양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적정 pH가 연

구자, 또는 균주에 따라 4~6으로 다소 넓게 나타나는데

(Shim 등, 1998; 오득실, 2003; Chang과 Choi, 2004; 서

상영 등, 2005; 정종천 등, 2008), 꽃송이버섯 발생지 토양

의 pH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균주별로 그 폭이

넓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발생하

는 모습도 토양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그루터기나 나무

줄기 위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균주별

특성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었다(Figure 1). 하지만, 꽃송

이버섯이 모든 침엽수림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박병수 등(2007)은 인제, 홍천, 구미지역의 낙엽송 수확지

에서 3.4% 미만의 나무만 심재부후가 발생하였고, 산불

등으로 인한 외상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외부의 상처 등 충분한 조건이 맞을 경우에만 심재부후균

이 침입하여 정착하게 되는데(김현중 등, 1990; 김현중,

1997), 대체로 충분한 습도가 꽃송이버섯이 만연될 수 있

는 필요조건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홍천의 낙엽송 숲을

조사하면서 토양수분이나 공중습도가 충분한 곳에서만 버

섯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간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음을 감안할 때, 생장

기에 적정한 간벌이 이루어진다면 꽃송이버섯의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꽃송이버섯은 대체로 지중의 균사를 통해 뿌리부분으

로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김현중 등, 1990), 생

립목의 윗부분에서 갑자기 꽃송이버섯에 의한 심재부후

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뿌리 부분과 더불어 가지를

통해서도 부후균이 침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小岩(2002)의 연구에서도 상처가 난 가지에서 부후빈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꽃송이버섯에서 비산된 다수의

포자가 적정한 위치에 안착되면 발아하여 심재부후병으

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여름

철(7월~9월)에 꽃송이버섯이 주로 발생하고 이 때 많은 포

자를 생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여름철에 숲가꾸기 작

업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 꽃송이버섯을 통한 심재부

후병의 야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침엽수의

경우 절단부위가 송진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포자의

안착 및 발아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피막이 형성됨을 감안

하면, 꽃송이버섯 포자 발생기 전후를 피하여 작업을 하

Table 5. Wood quality of living Larix kaempferi which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treated by

compression before drying.

Moisture content(%) Specific gravity, fresh(g/) Peak load(Kgf) Compressive strength(N/)

Sapwood 24.9 ± 0.4 0.28 ± 0.04 632 ± 102 16.5 ± 1.9

Heartwood 25.0 ± 1.2 0.29 ± 0.02 1,155 ± 670 31.6 ± 1.8

Rottenwood 32.5 ± 3.8 0.33 ± 0.04 677 ± 830 17.8 ± 2.3

Roots 53.8 ± 4.8 0.36 ± 0.06 886 ± 700 22.2 ± 1.5

Table 6. Wood quality of dead Larix kaempferi which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treated by compression

after drying.

contraction rate(%)
Moisture

 content (%)

Specific gravity(g/)
Peak load

(Kgf)

Compressive 
strength
(N/mm2)Radial Tangential Fibriform Fresh Dried

Sound 2.40±0.24 4.46±0.31 0.61±0.15 23.5±0.8 0.58±0.03 0.47±0.02 2,115±132 59.5±2.7

Rotten 2.26±0.61 4.70±0.78 0.62±0.22 26.3±1.0 0.43±0.02 0.34±0.02 647±165 20.0±4.8

Table 7. Wood quality of dead Larix kaempferi which produced cauliflower mushroom (Sparassis crispa) treated by compression
before drying.

Moisture content(%) Specific gravity, fresh (g/cm2) Peak load (Kgf) Compressive strength (N/mm2)

Sound 22.7 ± 0.6 0.25 ± 0.02 806 ± 101 23.5 ± 1.8

Rotten 29.9 ± 1.2 0.18 ± 0.01 396 ± 85 10.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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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큰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5월부터 6월 초순,

또는 10월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면 꽃송이버섯

에 의한 심재부후병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우량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숲이지만, 토양습도

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이라면 심재부후의 발생가능성

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여름철에 꽃송이버섯의 발

생여부를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하거나, 김현중(1997)이 제

안하였듯이 사이고미터를 이용하여 수액흐름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심재부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15.5 m)에서

1.5 m 떨어진 부위(17 m)에서도 DNA 검정을 통해 부후

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사항이다.

심재부후가 일어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수준이라면,

그 부위에서 상당히 먼 부분까지 이미 균이 발달되어 있

는 상태로서 목재의 열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도 부후가 진행된 곳에서는 목재 강도가

건전부의 2/3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Table

4~7), 김현중 등(1990)의 연구에서도 부후의 진행정도에

따라 20~77%까지 압축강도의 열화(劣化)가 진행됨을 보

고한 바 있다. 즉,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후부

위에서도 압축강도는 20% 이상 이미 열화(劣化)된 상태

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입목 아랫부

분에서만 심재부후 증상이 뚜렷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목재의 상층부로 균사가 이미 전이되었을 확률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심재부후 징후가 보이는 목재는 구조재로 사

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꽃송이버섯을 임

내에서 재배하게 된다면, 이들의 포자 비산이 우량목으로

자라고 있는 낙엽송 등 침엽수림 육성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내 실험을 통하여 꽃

송이버섯의 포자 생산량이 매우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미발표 자료), 꽃송이버섯의 대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포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나무에 침입하여

심재부후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김현중, 1997)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숲가꾸기의 산물을 이용한

꽃송이버섯의 재배는 표고 원목재배와 같은 임내에서의

재배방식 보다는 하우스 등 우량목을 생산하는 임지와 격

리된 곳에서 단목이나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방

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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