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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fungi were collected at Mt. Namsan from 9 July , 2004 to 30 October. They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with re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ing, they were composed of 2 divisions, 3 subdivisions, 5 classes, 3 subclasses , 9 orders , 26 families , 54 gener a, and 102 species. Amanita battarae,
Pholiota scamba and Ganoderma boninense were 3 species newly to Korea. Dominant species is
Clitocybe frgrans. Dominant genus is Mycena. Dominant family is Tricholomataceae. Resources of
fungi were 28 species in edible fungi , 4 species in cultural fungi , 6 species in poisonous fun빙， 9
species in medicinal fungi , 11 species in anticancer fungi , 8 species in ectomycorrhizal fungi and 50
species in woodrotten fung i. Geographical distributions are similar to another areas.
Key words : dominant(species , genus , family) , geographical distributions , Mt. Namsan ,
mycodiversity , newly , resources.

서

론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들이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알게 모르게 수십

종씩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생물들을 확보핸 것은
생물산업과 생물자원확보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모든 나라에 중요한 자원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살아 있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쓸모 없는 것도
어느 시기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

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의 보호와 이용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균류는 생태계
의 환원자로서 물질의 순환을 돕고 있는 생물군이며， 오랜 옛날부터 식용， 약용， 산림자원으로 이용

하여 왔다. 최근에는 버섯의 인공재배 기술발달로 농가의 큰 수입원이 되고， 생명공학 발달로 약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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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암버섯 등이 개발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균류는 나무들에게 수목
병을 발생시키고，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인류가 잘만 이용한다면 많은 이

익을 가져다 주는 생물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샌南山)은 서울특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북악산(北폼山) . 낙샌騎山) . 인왕샌仁H王山)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중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39 32'07" ~ 37"33 ’21", 동경 126。
0

0

58'53"~ 127 00’21"의 좌표 내에 위치하고， 해발 265 m의 높지 않은 산으로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구와 용산구의 2개 구에 걸쳐 있는데 중구에는 남대문로 5개 신
당동， 남창동， 남산동 27 }, 회현동 1 개 예장동， 필동 2개 장충동 2가를 비롯한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산구는 5개 동인 후암동， 용산동 27 }, 이태원동， 한남통으로 되어 있다. 남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서울의 상징으로 대변되어 왔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남산으로 불리어졌고

옛 이름은 목벽산(木寬山)이라고도 한다. 남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선인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풍류생활을 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맑은 물이 흐르는 산골과 놀이
터로 이름 있던 곳이며， 청학t춤轉)이 사는 선행仙鋼이라 하여 청학통으로도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
남산은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수목이 이루는 푸른 수림 경관이 훌륭하고， 산꼭대기에서는 서울시내

의 모습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남대문 • 퇴계로 3가 • 장충공원 • 이태원동 • 후암동 등 여러
곳드로부터 산꼭대기에 이르는 산책로가 있으며， 정상부에는 탑골공원의 정 ;;1:1를 본뜬 팔각정(八角후)
과 서울타워가 위치한다. 남산의 산림 식생은 아까시나무와 현사시나무가 우점종이나 자연적으로 생

장한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자생수종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도심에 유일한 녹지공
간인 남산이 산업화， 공업화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부

딪치고있다.
지금까지 남산의 균류에 관한 연구는 조(1998b)의 남산의 균류 다양성과 균류 자원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균류 조사연구는 남산지역의 균류 다양성과 우점종， 균류자원， 균류의 생태적 특성 및
분포가 비교되어 앞으로 남산의 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지역 및 방법

1. 조사지역 : 서울 남산 일대

2. 조사기간 : 2004년 7월 9 일(금-) ~ 2004년 10월 30일(토)
3. 조사방법 : 채집현장에서 자실체의 생태적 사진을 찍고 외부특정과 서식처를 기록한 다음에
실험실로 운반하여 포자 및 기타 부속기관 등을 현미경 관찰과 생화학적 실험을
한 후 건조시켜 우석대학교 균류유전자원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4.

연구과정

1) 동 정
균류의 동정은 Breitenbach

& Kr빼zIin(1984， 1986, 1991 , 1994), Cetto(1987), Dahncke( 1993), Dennis

(1981), Imazeki & Hongo(1987, 1989), Moser & JuIich(l 986), Phillips(1981 , 1991)을 참고하여 외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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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식처 및 현미경 관찰을 토대로 동정하였다. 변형 균류는 Hagiwara 등(1995)과 Neubert 등(1993，

1995)을 참고하였다.

2) 현미경 관찰
채집한 버섯은 포자는 1 ，000배로 관찰하고 그 외의 부속지는 400배로 관찰하였다.

3) 균류 자원
독버섯은 A피r없ii(1 988)，

Bresinsky

& Besl(1985),

Ying(1981), 약용 및 항암버섯은 뼈0 팀 1992)，

Ying(198η 등을 참고하고， 균근 형성균류는 Agere(1 985)를 참고하였다.

4)

균류 생태적 특성과 지리적 분포

생태적 특성과 지리적 분포는 Imazeki
1998때，

& Hongo(1987,

1989), 조(1991 ， 1992, 1993, 1994, 1995, 1997,

1999a,b, 2002떠， 조와 김(1 995)， 조와 김 (2003)， 조와 류{l 990)， 조와 박-(1989， 1992), 조와 반

(2004), 조와 방(1998)， 이와 조(1 988)， 조와 윤(1996)， 조와 원 1998a，비， 조와 이 (200이， 조와 조 (2001)를
참고하였다.

5)

균류의 학명과 한국 보통명

이와 이 (2000)를 참고하였고， 국제명명규약에 의한 선취권을 채택하였다.

결

과

1. 다양성 :2문" 3 아문， 5강， 3 아강， 9목'， 27과， 54속， 102종

2.

효댁산 미기록종의 기재

1)

Amanifa baffarae

Boud. 줄무늬광대버섯 (신칭)

Breitn & Kran., Fungi, 138-139, f. 135, 1995.
균모의 크기는 7-10 cm이며 어릴 때 원추형 또는 원주형으로 둔한 퉁근산 모양이고 가운데가 들
어간다. 표면은 빗빗하고 미세한 섬유가 있고 노랑~올리혹 회갈색， 주름무늬가 1β 까지 발달한다.
가장자리는 주름져 있으며， 연한 어두운 색이고 살은 백색이며 가운데는 두껍고 가장자리는 앓다. 간
간히 균모에 벌레 먹은 곳이 있다. 냄새가 없으며 맛은 온화하고 견과 맛이 난다. 주름살은 백색이고
떨어진 주름살이다.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갈색이다. 자루는 10-13 x 1- 1.2 cm이고 원통형이며 밑으
로 갈수록 굵어지고 꼭대기는 약간 넓으며 부서지기 쉽고 속은 차 있다가 비게 된다. 자루의 표면은
바탕색이 바랜 황토색에 적색， 회색， 갈색의 인편이 있고 맨꼭대기는 약간의 적갈색이다. 밑은 막질
이 부착되고 색깔은 칙칙한 백색이며 가끔 분명하지 않은 대주머니가 있다. 포자의 크기는 9.6-15 .3

x9 .4 -14 때이며 타원형 또는 아구형이다. 담자기는 45-50x 13-15 l1ffi이며， 곤봉형이고 연낭상체는
15-24xI3-8 때이며， 주걱형이다. 측낭상체는 24.6-3 1.5 x4-8 .5 때이고 방망이형이다. 균사는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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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anita battarae Boud.
A. Carpophore(B ar : 1 cm) B. Spores C. Basidia
D. Cheilocystidia E. Pleurocystidia
F. Hyphae from lamellae trama(B ars of B, C, D, E 때dF:

lO 때)

~26.5 x2~5.5 때이고， 원통형이다.

·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단생.
• 분포 : 한국(서울 남산)， 일본， 북아메리카， 유럽.
· 동정에 사용된 표본 : CHO-8994(2004. 8. 21) 남산의 。t외식물원 부근에서 채집하였다.

2) Pholiofa scamba (F r.) Moser

노랑털비늘버섯 (신칭)

Ph iIl ips, Mushrooms, 178-179, 199 1.
균모의 크기는 1.5~3cm이며 넓은 원추형 내지는 편평형이고 가끔 낮은 언덕을 가지고 있다. 색깔

은 핑크색 또는 붉은색이며 가장자리에 핑크색 또는 붉은색의 뺏뺏한 털이 있다. 차차 마르게 되면

비단처럼 빛난다. 주름살은 바른 주름살로서 약간 톱니형이고 밀생하며 폭은 보통이고 가장자리는
고르다. 색깔은 바랜 노랑에서 올리브색 내지는 갈색이다. 자루의 길이는 15~30x1~3 mm이며 속이

차 있고 약간 굽어 있다. 윗부분의 색깔은 부분적으로 바랜색， 선명한 노랑색이고 밑부분은 진흙갈색
이며 미세한 털이 있다. 인편은 맨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밑은 뺏뺏한 털이 나 있다. 살의 색깔은 노란
색이며 약간 온화한 맛이 있고 부드러우며 물기가 있어 끈적기가 있다. 포자의 크기는 7.9-8.5x4.5

-5.5 때이며 난형 또는 타원형이고 빗빗하며 발아공이 있다. 담자기는 17~23 x6-8 .5 때이며， 곤봉
형이다. 연낭상체는 14-16x4.5-6.5 때이고， 주걱형이다. 측낭상체는 25.5~31 x4-8 {.JJ11이고， 방망이
형이다. 균사는 16-2.5 x3.5-4.5 {.ffil이고 원통형이다.

·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썩는 고목에 군생.
· 분포 : 한국(서울 남산)， 일본， 북아메리카， 유럽.
· 동정에 사용된 표본 : CH0- 8996(2004. 8. 21) 남산의 야외식물원 부근에서 채집하였다.

3) Ganoderma boninense Pat. 구릉불로초 (신칭)
Imaz. & Hongo, Col. 1 11. Mush. Jap. vol. IT , 176-177, pl. 125 , f. 831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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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혔

Fig. 2. Pholiota scamba (Fr.) Moser.
A. Carpoph야es(Bar

: 1 cm) B. Spores C. Basidia
D. Cheilocystidia E. Pleurocystidia
F. Hyphae from 1때ellae σam마Bars of B, C, D, E 뻐d F : 10

때)

일년생이며 균모는 보통 반원형이고 자루가 없다. 때에 따라 극히 짧은 자루가 균모의 한쪽에 붙
기도 한다. 폭은 5-10 cm, 편평 또는 들어가며 약간 둥근산 모양이다. 표면은 적갈색~밤갈색~흑갈
색이며 얄은 이랑이 있고， 방사선으로 나란히 얄게 주름모양의 융기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앓다. 살은
코르크이며 짙은 담배와 같은 갈색이다. 두께는 1 cm 정도로 표면은 앓고 명료한 각피로 덮여 있다.
하면은 처음에 녹색을 띈 황백색이고 상처를 받으면 암갈색으로 변한다. 관공은 길이 1 cm 정도의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디(4-5개 /mm). 포자의 크기는 11-12x5-6 때이고 긴 장난형이며， 외막은
앓고， 내막에는 미세한 칸막이가 있다. 낭상체는 9~15.5 x7- 1O.5 JlIll이며， 주걱형이다. 균사는 12-23
x2~4 때이고 원통형이다.

•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 또는 산나무에 군생.
· 분포 : 한국(서울 남산)， 일본.

• 동정에 사용된 표본 : CH0-8989(2004. 8. 21) 남산의 팔각정 부근에서 채집하였다.

3.

우점종 : 흰삿갓깔대기버섯 (Clitocybe frgrans)
우점속 : 애주름버섯속 (뼈lcena)
우점과

4.

: 송이버섯과 (Tricholomatac않.e)

균류 자원 : 식용버섯 (28종)， 재배가능버섯 (4종)， 독버섯 (6종)， 약용버섯 (9종)， 항암버섯 (11종)，
균근형성버섯 (8종)， 목재부후균{5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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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Q. 3. Ganoderma boninense Pat.
A. Carpophores (B ar : 1 cm) B. Spores C. Cystidia
D. Hyphae δom tissue σama (B않's ofB, C 뻐d D : 10

redible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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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Q. 4. Ratio of fung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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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류채집 목록

Eumycota 진균문
Basidiomycotina 담자균아문
Eubasidiomycetes 진정 담자균강
Hymenomycetidae

모균아강

Agariccales 주름버섯목
Pleurotaceae 느타리 버섯과
Plew-otμ~. cα-nucopiae

(Paul : Pers.) Rolland

흰느타리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넘어진 나무나 그루터기에 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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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g 남산.

pul꺼0η'arius

(Fr.) Quél.

산느타리

생태적 특성 : 봄부터 71-을 사이에 활엽수의 고목 또는 떨어진 나뭇가지에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계명산， 남산.

Crepidotaceae

귀버섯과

Crepidotus mollis (Schaeff. : Fr.) Kummer

귀 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여러 가지 나무의 그루터기나 썩은 가지에 겹
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계명산， 남산.

Thicholomataceae 송이버섯과

Laccaria

n핑ra

Hongo

졸각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만덕산， 발왕산， 월출산，
두륜산， 오대산， 어래산， 방태산， 계명산， 모악산， 남산.

Clitocybe

c뼈'cans (pers.

: Fr.) Kummer

비단깔때기버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낙엽 또는 활엽수림내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만덕산， 발왕산， 월출산，

두륜산， 오대산， 어래산， 방태산， 계명산， 모악산， 남산.

C dea!bata (Sow. : Fr.) Kummer 백황색깔때기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에 숲 속의 땅위에 속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어래산， 방태산， 남산.

C fragrans (With. ; Fr.) Kummer 흰삿갓깔때기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또는 속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만덕산， 어래산，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모악산， 남산.

Collybia

co빼Uens

(Pers. : Fr.) Kummer

밀애기 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림의 땅 또는 낙엽 사이에 군생 또는 속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소백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오대산， 가야산， 발

왕산， 어래산，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계명산， 남산.

C neφlSCipeS Hongo 암갈색애기버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대나무 밭의 낙엽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모악산， 남산， 수목원(전주).

C peronata (Bo1t : Fr.) Kummer 가랑잎애기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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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속리산， 소
백산， 어래산， 만덕산， 발왕산， 월출산， 오대산， 방태산， 두륜산， 모악산， 남산.
깐icholoma

albllm (Fr.) Kummer 흰송이

생태적 특성 : 기을에 적송림내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남산.

T. sqzαrlllosum Bres. 갯빚송이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침엽수림내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남산.

T. colossus (단.) Qu딩. 어 리송이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송림내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속리산， 소
백산， 어래산， 만덕산， 발왕산， 월출산， 오대산， 방태산， 두륜산， 모악산， 남산.

Marasmius androsaceus (Fr.) Fr. 연 잎낙엽 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잡목림대나 낙엽이나 말라죽은 가지 위에 남.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어래산， 남산.

M maximus Hongo 큰낙엽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이나 대나무 숲의 낙엽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속리산， 소
백산， 어래산， 만덕산， 월출산， 방태산， 선운λL 남산.

Mycena alcalina (Fr.) Kummer 악취 애주름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썩은 침엽수의 나무， 부식토 위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오대산， 소백산， 어래산， 발왕산， 남산.

M chlorophus (Berk. & Curt.) Sacc.

받침 애주름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에서 가을에 마른나무와 떨어진 가지에 남.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변산반도국립
공원， 가야산， 어래산， 선달산， 만덕산， 오대산， 방태산， 남산.

M crocata (Schrad. : Fr.) Kummer 노란애 주름버 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너도밤나무나 활엽수의 고목이나 낙엽에 군생 또는 속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남산.

M galerïculata (Scop. : Fr.) S. F. Gray

애주름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고목 또는 떨어진 나무가지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내장산， 계명산， 남산.

M 00，πiana Hora 알애주름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고목이나 가지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만덕산， 남산.

M osumundicola J. Lange 흰애주름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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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특성 : 여름에 침엽수의 낙엽 또는 떨어진 나뭇가지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오대산， 남산.

Marasmiellus caηdidus (B이t.) Sing. 하얀선녀 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고목 낙지에서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발왕산， 오대산， 소백산， 방태산， 남산.
campanella (Batsch : Fr.) Maire 이끼살이버섯

Xeroη1phalina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침엽수의 썩은 나무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어
래산 선달산， 만덕산， 오대산， 소백산， 가야산， 방태산， 남산.

Amanitaceae 광대버섯과

Amanita battarae Boud. 줄무늬광대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단생.
지리적 분포 : 남산.

A. subjunquillea hnai 알광대버섯 아재비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침엽수나 활엽수림의 땅위에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오대산， 소백산， 남산.

A. vaginata (Bul1. : Fr.) Vitt. 우산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산림내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속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발왕산， 소백산， 가야산， 방태산， 남산.

A. va밍nata var. alba Gill 흰우산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흔효림의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소백산， 속리산， 월출산， 가야산， 두륜산， 남산.

Lepiotaceae 갓버섯과

Lepiota cristata (Bo1t. : Fr.) Kummer 갈색고리 갓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정원내， 잔디밭， 쓰레기장 등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오대산， 발왕산， 소백산， 모악산， 남산.

L. cygnea Lange 흰주름갓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림의 땅위에 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발왕산， 무등산， 만덕산， 남산.

L. felina (Per. : Fr.) K않'8t. 고양이갓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에 침엽수림의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오대산， 모악산， 남산.

L. micropholis (Berk. et Br.) Sacc. 애기 여 우갓버 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또는 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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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 : 남산.

L. pseudogranulosa (Berk. : Br.) Sacc. 흰여우갓버섯아재비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상록수림내의 땅위에 단생.

지리적 분포 : 변산반도국립공원， 어래산， 만덕산， 무등산， 남산.

Coprinaceae 먹물버섯과

Coprinus atrmη'entarius (B비1. : Fr.) Fr. 두엄먹 물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정원과 밭， 썩은 나무 근처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무등산， 남산.

C. comatus (Muller : Fr.) Pers. 먹 물버 섯
생태적 특성 : 봄에서 가을 사이에 풀밭， 밭， 정원， 길가 등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계명산， 방태산， 남산.

C. disseminatus (pers. : Fr.) S. F. Gray 고깔먹물버 섯
생태적 특성

: 봄에서 7}을 사이에 썩은 나무의 그루터기 또는 산나무의 껍질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소백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장산， 계명산， 방태산， 발왕산， 남산.

C. friesii Qué1. 꼬마먹물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걸쳐서 벼과 식물 등 낙엽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백산3 월출산， 어래산， 방태산， 계명산， 남산.

Psathyrella candolliana (Fr. : Fr.) Maire 족제 비눈물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그루터기나 죽은 나무줄기 또는 그 주위의
땅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오대산， 발
왕산， 소백산， 월출산， 방태산， 계명산， 만덕산， 모악산， 남산.

P. obtusata (Fr.) A H. Smith 애기눈물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지상 또는 묻힌 나무 위에서 자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변산반도국립공원， 어
래산， 선달산， 만덕산， 오대산， 방태산， 소백산， 가야산， 남산.

P. piluliformis (B띠1. : Fr.) P. D. Orton 다람쥐눈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초겨울 사이에 활엽수의 썩은 나무 또는 그 부근에 군생 또는 속
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월출산， 가야산， 오대산， 속
리산， 방태산， 발왕산， 만덕산， 계명산， 남산.

P. spadiceogrisea (Schaeff.) Maire 회 갈색눈물버섯
생태적 특성 : 봄에 활엽수의 고목 부근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방태산， 모악산， 남산.

P. velutina (Pers.) Sing 큰눈물버섯

조덕현 • 최민준

/ 남신의 균류

121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길가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방태산， 속리산， 만덕산， 모
악산， 위봉산， 남산.

Stropbariaceae 독청버섯과

Pholiota highlandensis (peck) A. H. Smith et Hesler

재비 늘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불탄 자리의 땅， 숭 위에서 군생 또는 속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무등산， 완주(삼례) 남산.

P. scamba (Fr.) Moser 노랑털비늘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썩는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남산.

P. spumosa (Fr.) Sing.

노란갓비늘버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반쯤 묻혀 있는 침엽수 고목에서 속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소백산， 남산.

Cortina꺼aceae 끈적버섯과

Galerina fasciculata Hongo 독황토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고목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만덕산， 남산，

Russulaceae 무당버섯과

Russula aeru깡nea Li ndbl. apud Fr. 구릿빛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혼효림의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남산.

R albocα'eolata Hongo 흰꽃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걸쳐서 활엽수림내 지상에 군생 또는 단생.

지리적 분포 : 만덕산， 남산.

R emetica (Schaeff. : Fr.) S. F. Gray 냄새무당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 침엽수림의 땅위에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두륜산， 발왕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속리산， 오
대산， 가야산， 월출산， 소백산， 만덕산， 계명산， 방태산， 무등산， 남산.

R em'e tica v앙• crussi Fr. 큰냄새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속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발왕산 방태산， 남산.

R delica Fr. 푸른주름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침(전나무， 적송 등-) . 활엽수림의 땅위에 자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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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 :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속리산， 만덕산， 남산.

R mat‘'iae Peck 수원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나 소나무 숲의 땅위에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속리산，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남산.

R polyphylla Sing. 이 파리무당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에 흔효림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남산.

Lactarius controversus (Fr.) Fr. 쌍젖버 섯
생태적 특성 : 흔효럼에서 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남산.

Boleíaceae 그물버섯과

Phylloporus bellus (Mass.) Comer 노란길민그물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7}을 사이에 숲속， 정원의 나무 밑의 땅위에 단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만덕산， 두륜산， 남산.

Suillus granulatus (L. : Fr.) O. Kuntze 젖비단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소나무 숲의 땅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대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지구)， 속리산， 가야산， 발왕산， 오
대산， 월출산， 남산.

Boletus

cal，φus

Pers. : Fr.

튼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송림지상에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어래산， 만덕산， 무등산， 다도해해상국립
공원， 소백산， 두륜산， 남산.

B.

e，η，thropus

(Fr.) Secr.

붉은대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침엽수림의 땅위에 자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남산.
B. fiηtemus

Peck

붉은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 잔디밭에서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만덕산， 남산.

B. griseus Frost 컴정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만덕산 속리산， 방
태산， 두륜산， 남산.

B. reticulatus Schaeff. 그물버섯아재비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두륜산， 월출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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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산， 발왕산， 방태산， 남산.

Xerocomus subtomentosus (L. : Fr.) Quél.

산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 풀밭， 길7t， 나무 밑의 땅 위에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소백산， 속리산， 방태산， 남산.

Leccinum griseum (Quél.) Sing.

회색껄껄이그물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에서 단생 또는 군생.
지리적 분포: 남산.

Aphyllophoreles 민주름버섯목
Schizophyllaceae 치마버섯과
Schizophyllum commune Fr. 치마버섯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말라죽은 활엽수와 침엽수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월출산， 가야산， 속리산， 발왕산， 소백산， 두륜산，
계명산， 방태산， 남산.

Corticiaceae

고약버섯과

Corticium chrysocreas Berk. : αlπ. 황금고약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죽은 가지나 그루터기 위에 나는 배착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남산.
P삐'cherricium

caeruleum (다m없ck : St. Amans) P뼈asto 청자색모피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중 활엽수의 고목 위에서 자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어래산， 만
덕산， 무등산， 두륜산， 남산.

Plicatlffopsis crispa (Fr.) Reid 꽃귀 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걸쳐서 활엽수 고목상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어래산， 만
덕산， 무등산， 두륜산， 남산.

Peniophora pini (Fr.) Boid. 솔환구멍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북한산， 계명산， 모악산， 남산.

P. quercina (Fr.) Cooke 껍 질고약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중 활엽수의 썩은 나무 등걸이나 떨어진 가지에 자생.
지리적 분포 : 계명산， 가야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두륜산， 발왕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월
출산， 속리산， 오대산， 지리산， 소백산， 만덕산， 방태산， 무등산， 남산.
많phodontia

sambuci (pers. : Fr.) 없rst. 흰종이고약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주로 활엽수 가지나 땅위에 떨어진 가지에 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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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 : 지리산， 계명산， 광릉시험림， 어래산， 남산.

Co.뼈ηobasidium olivaceoalbum (B ourd.

& Galz.)

Jül. 황백참빗담자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에 죽은 활엽수의 떨어진 나뭇가지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오대산， 남산.

Mycoacia 때 (Fr.) Donk. 젖은송곳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낙엽수의 낙지에 군생.
지리적 분포 : 계명산， 광릉， 남산.

Coniophoraceae 버즘버섯과

Serpula lac，ηJmans (Fr.) Schroet. 버 즘버섯
생태적 특성 : 발생은 1 년 내내 썩은 나무에 배착생.
지리적 분포 : 모악산， 남산.

Thelephoraceae 사마귀 버섯과
1꺼'e/l걷phora

terrestris Fr. 사마귀 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땅에서 발생하나 초목의 줄기를 감아 올라가는데 주
로 모래땅이나 붉은 땅위에 많이 나며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어래산， 만
덕산， 무등산， 두륜산， 남산.

Stereaceae 꽃구름버섯과

Xylobolus 싹ctabilis κlotz.) Boidin 너럴거 북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죽은 나뭇가지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소백산， 오대산， 가야산， 월출산， 남산.

Polyporaceae 구멍장이벼섯과

Phaeolus slnveinitzii (Fr.)

P않. 해면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침엽수의 그루터기나 생목의 뿌리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계명산， 두륜산， 남산.

Trichaptum abietum (Fr.) Ryv.

옷솔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침엽수(주로， 소나무속， 가문비나무속)의 고목에 반배착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가야산， 월출산，
방태산， 어래산， 계명산， 두륜산， 남산.

Z

껴IScoviolaceum

생태적 특성

(Fr.) Ryv.

기와옷솔버 섯

: 1 년 중에 침엽수의 고목에 반배착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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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발왕산， 방태산， 어래산， 남산.

Daedaleop뼈 styrac꺼a

(p. Henn. : Shirai) Imaz. 때죽도장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때죽나무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남산.
D. tricolor (Bull. : Fr.) Bond. : Sing. 삼색도장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 또는 죽은 가지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남산.

Coriolus brevis (Berk.) Aoshi. 송곳니구름버섯
생태적 특성 : 1년 내내 활엽수의 죽은 나무나 그루터기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산， 남산.

C. hirsμ'tus (Wulf : Fr.) Quél. 흰구름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어래산， 두륜산， 방태산， 남산.

C. pinsitus (Fr.) P없. 회색구름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남산.

C. versicolor (L. : Fr.) Quél. 구름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침엽수와 활엽수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연도)，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
산， 속리산， 오대산， 가야산， 계명산， 월출산， 두륜산， 방태산， 발왕산， 만덕산，
어래산， 남산.
Laetψ'onα Slψ'hw.eus (Fr.) Muπ. 덕다리 버섯

생태적 특성 :.1년 내내 활엽수(드물게， 침엽수)의 그루터기나 줄기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오대산， 월출산， 계명산， 발왕산， 남산.
ηJJ'omyces

borealis (Fr.) Imaz. 물렁 개 떡 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침엽수의 고목 또는 목재에 1-2개씩 단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오
대산， 어래산， 계명산， 남산.

Fomitopsis piηicola (Sw.따tz. : Fr.) Karst. 잔나비 버 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주로 침엽수의 고목이나 넘어진 나무 또는 산나무의 껍질에 자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오대산， 남산.

Fomitella fr，αxinea (Fr.) Imaz.

아까시 재 목버섯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산나무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남산.

Microponls vernicψ'es (Berk.) O. Kuntze 메꽃버섯부치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주로 침엽수의 산나무 또는 고목이나 넘어진 나무에 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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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안도)，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야
산， 오대산， 두륜산， 방태산， 남산.

Ganodermataceae 불로초과
Ganodenna boninense Pat. 구릉풀로초
생태적 특성 : 1 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 또는 산나무에 군생.

지리적 분포: 남산.

G. app/anatum (p ers. : Wallr.) Pat. 잔나비불로초
생태적 특성 : 1년 내내 활엽수의 고목 또는 산나무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오대산， 두륜산， 방태산， 발왕산， 남산.

Ramariaceae 싸리버섯과
Ramaria subbo따꺼's (Cok떠 Comer 산호싸리 버섯
생태적 특성 : 축축한 고목에 발생.
지리적 분포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변산반도국립공원， 모악산， 남산.

Gasteromycetes

복균강

Gasteromycetidae 복균아강
Sclerodermatales 어려알버섯목
Sclerodermataceae

어 려 알버섯과

Scleroderma citrinum Pers. 황토색어 리 알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의 부식토에 군생.
지리적 분포 :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지리산， 한라산， 남산.

Nidulariales 잣잔버 섯목
Ni띠
뻐
d
빼
ul

Cy，
껴
따tln
a
뼈‘
IS stercoreu
따‘
αs β( Sc벼
hw.
씨) 마
D e Ton
띠II 좀주름잣잔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부식질이 많은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소백산， 속리산， 오대
산，남산.

Lycoperdales
Gerastraceae
Geastrul11

말불버섯목
방귀버섯과

tJψ'/ex

(Jungh) Fisch

목도리 방귀 버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숲 속 낙엽 속의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오대산， 가야산， 속리산， 만덕산， 어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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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산， 남산.

G. mirabile (Mont.) Fisch 애기방귀 버섯
생태적 특성 : 가을에 낙엽이 많은 땅위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변산반도국립공원， 속리산， 남산.

Lycoperdaceae 말불버섯과
Lycφerdon

perlatum Pers. 말불버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숲 속이나 풀밭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변산반도국립공원， 가

야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출산， 방태산， 발왕산， 어래산， 만덕산， 계명
산， 남산.

As comycotina 자낭균아문

Iscomycetes 반균강
Leotiales 두건버섯목
Leotiaceae 두건버섯과
Chloro.ψ，lenium aeru밍nosum

(Gray) de Not. 녹청균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썩은 나무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가야산，

두륜산， 방태산， 만덕산， 어래산， 계명산， 남산.

Pyrenomycetes 핵균강

Sphareriales 콩버젓목
Xylariaceae 콩꼬투리버섯과

Daldinia concentrica (B이t : Fr.) Ces. : de Not. 콩버 섯
생태적 특성 :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활엽수의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가야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 안도)， 두륜산，
방태산， 발왕산， 가야산， 변산반도국립공원， 소백산， 오대산， 계명산， 어래산，
남산.

Myxomycota 변형균문
Myxomycotina 변형균아문
Myxomycetes 변형균강
Ceratiomyxomycetidae 산호복균아강
Ceratiomyxaceae 산호먼지목
Ceratiomyxaceae 산호먼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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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tiomyxa fruticulosa (MuIl.) Mac. 산호먼지
생태적 특성 : 여름에 축축한 고목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천등산， 계명산， 남산.

C fruti，αt/osa var. porioides (Alb. & Schw.) A. Lister 산호먼지 아재비
생태적 특성 : 여름에 축축한 고목에서 군생.
지리적 분포

: 오대산， 남산.

Reticulariaceae 딸기먼지과
Tu
뼈
bifera fe.
강하
ηm‘1쟁
1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고목에 군생.
지리적 분포 : 방태산， 남산.

Trichiales 이 먼지 목
Enteridiaceace 장내먼지과
Lycogala epiden뼈m 떠 Fr. 분홍콩먼지
생태적 특성 : 봄부터 가을 사이에 썩은 나무 등에 군생.
지리적 분포 : 지리산， 계명산， 남산.

고

찰

서울시의 중심에 위치한 남산에서 2004년 7월 9일부터 10월 30 일까지 많은 균류를 채집하여 동정
하였다. 그 결과 균류의 다양성은 2문， 3 아문， 5강'， 3 아강'， 9목， 27과， 54속， 102종을 확인하였다. 이것
은 조(1998b)는 2문 3 아문 5강 5아강 13목 33과 61 속 96종이 조사되었는데， 이보다는 6종이 많았고 2

아강 4목 6과 7속。l 적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조(1998비에 나타난공통종은 34종이다. 이렇게 비슷

한 균류의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남산의 식생에 따른 공통점이라 사료된다.
조(1998b)와 이번 조사가 비슷한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남산의 균류 다양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

다. 이번 조사에서 우점과는 송이 버섯과(Tricholomataceae), 우점속은 애주름버섯원}vfycena)， 우점종은
흰삿갓깔대기버섯 (Clitocybe )땅'ans)으로 나타났으며 조(1 998)의 우점과는 송이버섯패Tricholomata

ceae), 우점종은 아까시재목버섯 (Fomitella fraxinea)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점과는 동일하고 우접
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지난 6년 동안 남산의 수목 식생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목 환경과 균류는 많은 관계를 가지므로 우점종의 변화 원인은 수목의 변화를 조사한 후에 다시
긴 기간동안 규칙적인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연구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기록종
은

줄무늬광대버섯 (Amanita

battarae), 노랑털비늘버섯 (Pholiota scamba) , 구릉불로초(Ganoderma

boninense)로 3 종드로 나타났으며， 조(1 998비에 조사된 미기록종은 순백파이프버섯 (Henningsomyces
cana，찌'dzα')， 분홍색잔나비버섯 (Roseofomes

subflexibilis), 가지 뱅어 버섯 (Lentaria michenexi), 흑자루먼지

(Physarum nutans) 4종이었다. 조(1998비보다 이번 조사의 미기록종은 1 종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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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ources of fungi in

Mt.

Namsan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Pleurotaceae 느타리버섯과
Pleurotzα comucopiae (Paul : Pers.) RolIand
P.

pulmonarii따

29

n

m .w

V

W

W

흰느타리

(Fr.) Quél. 산느타리

Crepidotaceae 귀버섯과
Crepidotus mollis (Schaeff. : Fr.) Kummer 귀 버섯
Thicholomataceae 송이버섯과
Laccaria laccata (Scop.: Fr.) Berk. & Br.

I

졸각버섯

•
•
•

•
•
• •

Clitocybe candicans (pers. : Fr.) Kummer 비단깔때기버섯

C. dealbata (Sow. : Fr.)

Kummεr 백황색깔때기버섯

C. fra&π'ans (With. ; Fr.) Kummer 흰삿갓깔때기버섯
Co/ψ'bia coηfluens (pers.

Co/lybia

neφISCψ'es

: Fr.) Kummer

Hongo

밀애기버섯

암갈색 애기 버섯

•

•

•

•

C. perona따 어olt : Fr.) Kummer 가랑잎애기버섯

Trich%ma album (Fr.) Kummer

흰송이

T. sqllarru/osum Bres. 갯빛송이
T. CO/OSSllS (Fr.) Quél. 어리송이
Marη'smills

androsaceus (Fr.) Fr.

연 잎낙엽 버 섯

•
•
•

M /7lCαil1llls Hongo 큰낙엽버섯
찌Jcena

•

a/ca/ina (Fr.) Kummer 악취 애주름버섯

M ch/orophlls (Berk. & Curt.) Sacc. 받침애주름버섯
M crocata (Schrad. : Fr.) Kummer 노란애주름버섯
M ga/ericu/ata (Scop. : Fr.) S. F. Gray
1\11. oorliana Hora

•

애주름버섯

알애주름버섯

M oSllJ1llll1dico/a 1. Lange

흰애주름버섯

Mm때

λeronψ'halina canψonella

(Batsch : Fr.) Maire 이 끼 살이 버 섯

Amanitaceae 광대버섯과
bat1arae Boud. 줄무늬 광대버섯

짜nanita

•

A. Sllψ1II띠1찌lea Imai 얄광대버섯아재비
A. vaginata (8비1. : Fr.) Vitt. 우산버섯

•

A. vaginata var. alba Gill 흰우산버섯

Lepiotaceae 갓버섯과
Lepiota cristata (8이t. : Fr.) Kummer
L. ζygnea Lange 흰주름갓버섯

갈색 고리 갓버 섯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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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I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H

m

N

V

W

w

L. felina (Per. : Fr.) Karst. 고양이갓버섯
L. micropholis (Berk. et Br.) Sacc. 애기여우갓버섯
L. pseudogranlllosa (B erk. : Br.) Sacc. 흰여우갓버섯아재비

Coprinaceae 먹물버섯과
Coprinlls atramentarius (B비L : Fr.) Fr.

두엄먹물버섯

C. comatlls (MuIIer : Fr.) Pers. 먹물버섯
C. disseminatlls (pers. : Fr.) S. F. Gray 고깔먹물버섯

Coprinlls friesii QuéL

꼬마먹물버섯

Psathyrella candolliana (Fr. : Fr.)
P. obtllsata (Fr.) A. H. Smith

M머re 족제비눈물버섯

애기눈물버섯
다람쥐눈물버섯

P. piluliformis (B ulL : Fr.) P. D. Orton

회갈색눈물버섯

P. spadiceogrisea (Schaeff.) Maire
P. vellltina

(pe돼.)

•
• •

큰눈물버섯

Sing

Strophariaceae 독청버섯과
Pholiofa highlandensis (Pec셔 A.H. Smith et Hesler

재 비 늘버섯

•

• •

•

•
• •
•

•
•
•
•

•

•
•
•

P. scal71 ba (Fr.) Mosεr 노랑털비늘버섯 ’
R

샤JlII710Sa

(Fr.) Sing.

•

노란갓비 늘버섯

Cortinariaceae 끈적버섯과
Ga!erina jascicu!afa Hongo 독황토버 섯
Russulaceae 무당버섯과
RlIssu!a aeruginea Li ndb l. apud Fr.

,

R. a!boa eo!ata Hongo

•

구릿빛무당버섯

•

흰꽃무당버섯

R. emetica (SchaefI : Fr.) S. F. Gray 냄 새 무당버 섯
R. emetica

v하• Cl1l:

R. de!ica Fr.
R.

l1I

•
•

푸른주름무당버섯

ariae Peck

수원무당버섯

R. po!yphylla Sing.

이 파리 무당버섯

•
•

• •
• •

Lactarills controversus (Fr.) Fr. 쌍젖버섯

Boletaceae
Phylhψorus

그물버섯과

bellus (Mass.) Comer

노란길민그물버섯

Suillus gral1u!atlls (1. : Fr.) O. Kuntze
Boletus caloplls Pers. : Fr.

튼그물버섯

젖비단그물버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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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inued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B. erythr，따IS (Fr.) Secr. 붉은대그물버섯
B. fraternus Peck 붉은그물버섯
B.. griseus Frost 검정그물버섯
B. reticulatus Schaeff. 그물버섯아재비
XerOCOl1lllS

sllbtomentoslα (L. :

Fr.) Quél.

산그물버섯

LecCÎnul1l griseul1l (Quél.) Sing 회색껄껄이그물버섯

Schizophyllaceae 치마버섯과
Schizophylllll1l COl1ll1lllne Fr. 치마버섯

I

H

m

lV

V

•
•
•
•

•

• •

• •

caendelll1l (Lamarck : St. Am뻐s) p，때lasto 청자색모피버섯

Plicatllropsis criψ'a (Fr.) Reid 꽃귀버섯
Peniophora pini (Fr.) Boid.

솔환구멍버섯

P. qllercina (Fr.) Cooke 껍질고약버섯
퍼phodont띠 sambllCÎ (Pers. : Fr.) Karst. 흰종이고약버섯

Conjèrtobasidilll11 o/ivaceoalblll11 (Bourd. & Galz.) Jül. 황백참빗담자버섯
Mycoacia lIda (Fr.) Donk

젖은송곳버섯

Coniophoraceae 버즘버섯과
Se/pula lacly/1l ans (Fr.) Schroet.

W

•

Corticiaceae 고약버섯과
Corticilll1l chrysocreas Berk. : Curt. 황금고약버섯
P빠lerricilll1l

VI

•
•
•
•
•
•
•

버 즘버 섯

Thelephoraceae 사Pt귀 버섯과
Thelephora te~때
Stereaceae 꽃구름버섯과
까iobollls 매Jectabilis (Klotz.) Boidin 너털거북버섯

Polyporaceae 구멍장이버섯과
Phaeollls sh1l'ei17itzii (Fr.) Pat. 해면버섯
η'ichaptw7I

abietu/1I (Fr.) Ryv.

• •

옷솔버 섯

T. fllscoviolacell /1l (Fr.) Ryv. 기와옷솔버섯

Daedaleopsis styracina (P. Henn. : Shirai) Imaz. 때죽도장버섯

•
• •

Daedaleopsis tricolor (B lIll. : Fr.) Bond. : Sing. 삼색 도장버 섯
Coriollls brevis (Berk.) Aoshi. 송곳니구름버섯
C. hirsutlls (WlI lf. : Fr.) QlIél. 흰구름버섯
C. pinsitus (Fr.) P하. 회색구름버섯
C. versicolor (L. : Fr.) Quél. 구름버 섯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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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cient퍼c

I

Name & Korean Name

R

m

Tyromyces borealis (Fr.) Imaz. 물렁 개떡 버섯
(Sw따tz.

V

W

•

Letψorus slIlphurells (Fr.) Muπ. 덕다리 버섯

Fomitopsis pinicola

IV

•
•
•
•
•

잔나비버섯

: Fr.) Karst.

Fomitella fraxinea (Fr.) Imaz. 아까시 재목버섯
Microporus

vernicψes

(B erk)

o.

메꽃버섯부치

Kuntze

VlI

Ganodermataceae 불로초과
Ganoderma boninense Pat. 구릉불로초

•

G. applanatum (pers. : W，떠Jr.) Pat. 잔나비불로초
Rama따ceae 싸리버섯과

Ramaria subboηytis (Coker) Comer 산호싸리 버섯

Sclerodermataceae 어 리 알버섯과
Sc/eroderma 미lrimull Pers. 황토색어리 알버섯

• •

•

•
•

에띠
N
il미
dh
피
뻐
빼
ul

Cyathlls stercoreus (Schw.) De Toni
Gerastraceae 방귀버섯과
Geastrlll7l trψlex (J ungh) Fisch
G.

l7I

irabile (Mont.) Fisch

좀주름잣창버섯

•

목도리 방귀버섯

애 기 방귀 버 섯

Lycoperdaceae 말불버섯과
Lycoperdon perlatllm Pers. 말불버섯

•

•

•

Leotiaceae 두건버섯과
Chlorosplenilll7l ael1l，웬lOsllm (Gray) de Not. 녹청 균
Xylariaceae 콩꼬투리버섯과
Daldil1 ia concel1trica (B이 t : Fr.) Ces. : de Not.
Ceratiomyxaceae 산호먼지 과
Cerafiol7lyxa 꺼.1Iticlllosa (Mull.) Mac.
C. j Ì"l lficlllosa var. porioides

(매 b.

•
•
•
•
•
•

콩버 섯

산호먼지

& Schw.) A. Li ster

산호먼지아재비
Retic비ariaceae 딸기 먼지 과

TlIbifera femlginosa (Batsch) Gmel.

산딸기 먼지

Enteridiaceace 장내먼지과
Lycogala epidendrll1ll (1.) Fr. 분홍콩먼지
Total
Note.

1: edible fungi
IV : medicinal fungi
VI : ectomycorrhiza fungi

28

II : cultl체 fungi
V : anticancer fungi
ìI : woo~rotten fungi

4

6

m: poisonous fungi

9

1I

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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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le .2. Collection species by year of

Mt.

Namsan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1998
Pleurotaceae 느타리버섯과
Plellrotlls cOrllllcopiae (paul : Pers.) Rolland

P. plllmonarills (Fr.)

흰느타리

Qu테. 산느타리

Crepidotaceae 귀버섯과
Crepidotus mollis (Schaeff. : Fr.) Kummer 귀 버 섯
Thicholomataceae 송이 버섯과
Laccaria laccata (Scop.: Fr.) Berk. & Br. 졸각버 섯
L. proxima (Bound. :. Fr.) Mair. 보라발졸각버섯

L. ohiensis (Mont.) Sing. 젖꼭지졸각버섯
L. vinaceoavellanea Hongo 색시졸각버섯
Clitocybe ca뼈'icans (Pers. : Fr.) Kummer 비단깔때기버섯

•
•
•
•

C. dealbata (Sow. : 깐.) Kummer 백황색깔때기버섯
C. fragrans (With. ; Fr.) Kummer 흰삿갓깔때기버섯
Col，ψ'bia

버터 애 기 버섯

blltyracea (B ulL : Fr.) QuéL

C. conjlllens (pers. : Fr.) Kummer 밀애기 버섯
C. neofiαcψes Hongo 암갈색 애기 버섯
C. peronafa (Bolt : Fr.) Kummer 가랑잎애기버섯

Melanolellca melalellca (Pers. : Fr.)

Muπ. 배꼽버섯

Tricholoma album (Fr.) Kummer 흰송이

•
•
•
•

T. sqllamlloslIl11 8res. 갯빛송이
T. colosslIS (Fr.) QuéL 어리송이

Marasl11 ills androsacells (Fr.) Fr. 연잎닥엽버섯
M. oreades (8이t. : Fr.) Fr. 선녀낙엽 버섯
M. prasiosl11l1s (Fr.) Fr. 흰낙엽버섯
M. ramealis (8비 L : Fr.) Fr. 가지선녀낙엽버섯
M. sicclls (Schw.) Fr. 애기낙엽버섯
M. graminllm (Li b.) 8erk. 풀잎낙엽버섯
M. maλ1mzα (Lib.) Hongo 큰닥엽 버섯
M. plllcherripes Peck 종이꽃낙엽버섯

Mycena alcalina (Fr.) Kummer

악취애주름버섯

M. chlorophus (8erk. & Cuπ.) Sacc. 받침 애주름버 섯

•
•
•
•
•
•
•
•

200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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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1998

M crocata (Schrad. : Fr.) Kummer 노란애주름버섯
애주름버섯

M galericlllata (Scop. : Fr.) S. F. Gray
M oortiana Hora 알애주름버섯
oSllmlln찌'cola 1.

M

Lange

흰애주름버섯

Marasmiellus candidlls (B이t.) Sing. 하얀선녀버섯
M chamaecyparidis (Hongo) Hongo

삼나무선녀버섯

M nigripes (Schw.) Sing. 검은대선녀버섯
λeromphalina
χ

campanella (Batsch : Fr.) Maire

call1icinalis (Fr.) Kühn. & Maire

이끼살이 버섯

가랑잎이끼살이 버섯

Omphalina epichysillm (Pers. : Fr.) Quél.

요리솔밭버섯

Amanitaceae 광대버섯과
Amanila battarae Boud. 줄무늬 광대버섯
A. longislriala Imai. 긴골광대버섯아재비
A. spreta (Peck) Sacc. 턱 받이 광대버섯
A. sllbjllnqllillea Irnai 알광대버섯아재비

A. vaginata

(B비1. :

Fr.) Vitt.

•
•
•
•
•
•
•

A. vaginata var. alba GiII 흰우산버섯
갈색고리갓버섯

L. cygnea Lange 흰주름갓버섯
L. felina (Per. : Fr.) Karst. 고양이 갓버섯
‘

L. micropholis (Berk. et Br.) Sacc. 애 기 여 우갓버 섯

L. pselldogranlllosa (Berk. : Br.) Sacc.
Agraricaceae 주름버섯과
Agrariclls arvensis (Schaeff.) Fr.
Coprinaceae 먹물버섯과
Coprinlls atramentarius (B비1.

:

흰여우갓버섯아재비

흰주름버 섯

Fr.) Fr.

•

C. comatus (Muller : Fr.) Pers. 먹물버섯

C.

.friesii Quél.

꼬마먹물버섯

C. micacells (B비1. : Fr.) Fr. 갈색먹물버섯

•

•
•
•
•
•
•
•
•

•

두엄먹물버섯

C. disseminatus (Pers. : Fr.) S. F. Gray 고깔먹물버섯

•
•
•
•
•

•

우산버섯

Lepiotaceae 갓버섯과
Lepiota cristata (B이t. : Fr.) Kummer

2004

•
•
•

•
•
•
•

조덕현 • 최민준 / 남ι백 균류

135

Table 2. Continued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C. neolagoplα Hongo & Sagara 소녀먹물버섯

Psathyrella cmldolliana (Fr. : Fr.) Maire
P. obtusata (Fr.) A. H. Smith

족제비눈물버섯

애기눈물버섯

P. pilu/iformis (Bull. : Fr.) P. D. Orton

다람쥐눈물버섯

P. spadiceogrisea (Schaeff.) Maire 회갈색눈물버섯
큰눈물버섯

P. velutina (Pers.) Sing

Strophariaceae 독청버섯과
Naemat%ma faScilαûare (Hudoson : Fr.) Karst. 노란다발

1998

2004

•
•
•
•
•

•
•
•
•
•
•
•
•

Pho /iota highlandensis (peck) A.H. Smith et Hesler 재비늘버섯
P. scamba (Fr.) Moser 노랑혈비늘버섯
R

껴pumosa

(Fr.) Sing.

노란갓비늘버섯

Cortinariaceae 끈적버섯과
lnocybe lacera (Fr. : Fr.) Kummer
1 maclllata Boud

비듬땀버섯

털땀버섯

Galerina fasciculata Hongo

독황토버섯

Entolomataceae (에lodophyllaceae) 외 대 버 섯과
Rhodophylllls quadratus (Be rk. et Cuπ.) Hongo 붉은꼭지 외 대 버 섯
Russulaceae 무당버섯과
Russula aeηIginea Lindbl. apud Fr.

•
•
•

구릿빛무당버섯

R alboaxeolata Ho명0 흰꽃무당버섯
R cyanoxantha (Schaeff.) Fr.

청 머루무당버섯

R emetica (Schaeff. : Fr.) S. F. Gray
R

emeη'ca

var. crussi Fr.

냄 새 무당버 섯

큰냄새무당버섯

•
•

R. delica Fr. 푸른주름무당버섯

R

ψetens

Pers. : Fr.

R. fragilis (Pers.) Fr.

깔때기무당버섯

홍색 애 기무당버섯

R. lallrocerasi Melzer 밀짚색무당버섯

R mariae Peck 수원무당버섯

•
•
•

R. po(vphylla Sing. 이 파리 무당버섯

R sangllinea

(B비1.)

Fr.

R sororia (Fr.) Romell
R violeipes Quél.

혈색무당버섯
회 갈색무당버섯

자주빛무당버섯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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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1998

2004

•

•
•
•

Lactarills contrη'verszα (Fr.) Fr. 쌍젖버섯

Boletaceae
nψ'lIopoms

그물버섯과

belllls (M잃s.) Corner 노란길민그물버섯

SlIilllIS granlllatus (L. : Fr.) O. Kuntze 젖비단그물버섯
Xerocomlls chrysenteroll

(8비1.)

•
•

Quél. 마른산그물버섯

X slIbtol11elltoszls (L. : Fr.) Quél. 산그물버섯
Boletlls caloplls Pers. : Fr.
Boletlls edlllis Fr.
B.

e.η'throplls

튼그물버섯

•

그물버 섯

(Fr.) Secr. 붉은대그물버섯

•

B. 꺼'I1ternlls Peck 붉은그물버섯
B. griseus Frost

검정 그물버섯

B. reticlllatus Schaeff. 그물버섯아재비
Leccinlll11 extremiorientale (L. Vass.) Sing. 껄껄이그물버섯
L. griselll11 (Quél.) Sing. 회색껄껄이그물버섯

L. scabrum (8ull. : Fr.) S.F. Gray
Gyropo11ls castanells

(8비1. :

•
•
•
•

거친껄껄이그물버섯

Fr.) Quél. 흰둘레그물버섯

Schizophyllaceae 치마버섯과
Schizophylllll11 C0l111111111e Fr. 치 마버 섯
Corticiaceae 고약버섯과
Corticilln1 chrysocreas 8erk. : Curt. 황금고약버 섯

PlIlcherricillll1 caerulelln1 (Lamarck : St.

외nans)

Parmasto

청자색모피버섯

HemÎingsol11Yces canadidlls (Pers. : Schl.) O. Kuntze 순백파이프버섯
Plicatllropsis crispa (Fr.) Reid 꽃귀 버 섯
Peniophora pini (Fr.) 80id
P.

quel띠7Q

•
•

솔환구멍 버섯

(Fr.) Cooke 껍질고약버섯

Hyphodontia sal11 bllci (Pers. : Fr.) Karst.

흰종이 고약버 섯

Confertobasidiul1/ o/ivaceoalbullI (Bourd. & Galz.)
Mycoacia copelandii (pat.) Aosh. et Furu.

M lIda (Fr.) Donk.

젖은송곳버섯

Coniophoraceae 버즘버섯과
Selpllla lacψmans (Fr.) Schroet. 버 즘버 섯

퍼1. 황백참빗담자버섯

긴송곳버섯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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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1998
The1ephoraceae 사마귀버섯과
η'lelephora terrestris Fr. 사마귀 버섯

•

Steccherinaceae 바늘버섯과
Steccherinllm laeticolor (Berk. et Cuπ.) Banker 털바늘버섯

Irpex lacteus Fr. 기계층버섯
Stereaceae 꽃구름버섯과
Sterellm ostrea (BL et Nees) Fr. 갈색꽃구름버섯
Radulomyces c，αiflllens (Fr.) Christ. 이빨버섯
져새'obolus

spectabilis (Kl otz.) Boidin 너털거북버섯

Po1yporaceae 구멍장이버섯과
Poria medullapanis (Fr.) Cooke 구멍 버섯

Phaeolus smveinitzii (Fr.) Pat.

해면버섯

Trichaptum abietum (Fr.) Ryv.

옷솔버섯

•
•
•
•

•
•

r 껴/Sco뼈

Lenzites betulina (L. : Fr.) Fr. 조개껍질버섯

Daedaleopsis styracina (P. Henn. : Shirai) Imaz. 때죽도장버섯
D. tricolor (B비L : Fr.) Bond. : Sing. 삼색도장버섯

Coriolz/S brevis (Berk.) Aoshi. 송곳니구름버 섯
C. hirsutus (Wulf. : Fr.) QuéL 흰구름버섯
C. pinsitus (Fr.) Pat. 회 색구름버 섯
C. versicolor (L. : Fr.) QuéL 구름버섯

Junghuhnia
Letψorus

ni，ηda

(Fr.) Ryv. 살색구멍버섯

sulphureus (Fr.)

MUIT.

Tyromyces borealis (Fr.) lmaz.

덕 다리 버섯

물령개떡버섯

Bjerkandera adl /S ta (Willd. : Fr.) Karst.
Fomitopsis pinicola (Swartz. : Fr.)
Fomitella 꺼따"Ínea (Fr.) Imaz.
Micropor l/s

vernicψes

줄버 섯

Kaπt 잔나비 버 섯

아까시 재 목버섯

(Berk.) O. Kuntze 메꽃버섯부치

Roseqfomes Slψiflexibilis (Berk. et Cuπ.) Aoshi. 분홍색잔나비 버섯
Ganodermataceae 불로초과
Ganoderma boninense Pat. 구릉불로초
G. applanatllm (Pers. : Wallr.) Pat.

2004

잔나비불로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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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Years
Scientific ‘ Name & Korean Name

1998
Ramariaceae 싸리버섯과
Ral11aria slIbbotrytis (Coker) Comer 산호싸리 버섯
Clavariaceae 방망이버섯과
Lentaria l11 ichenexi (Berk. et

Cuπ.)

Comer

가지뱅어버섯

Clavulinaceae 창싸리버젓과
ClavlIlina cristata (Holmsk. : Fr.) Schroet 벗싸리버섯
Dacrymycetaceae 붉은목이과
Calocera cornea (Batsch : Fr.) Fr.

뿔버섯

Exidiaceae 좀목이과
Exidia glandlllosa Fr. 좀목이
Auric비ariaceae 목이과

Helicobasidilll11

1110n때aT때aka 자주빛날개무늬 병

Astraeaceae 먼지버섯과
Astraeus hygrometriclls (Pers.) Morgan

먼지 버 섯

Sclerodermataceae 어 리 알버섯과
Sclel‘'oderl7la citrinlll11 Pers. 황토색 어 리 알버섯
Nid비 ariaceae 잣잔버섯과

Cyathlls stercoreus (Schw.) De Toni

Gerastraceae 방귀버섯과
Geastrum trψlex (Jungh) Fisch
G. mirabile (Mont.) Fisch

좀주름잣잔버섯

목도리방귀버섯

말묵버섯과

Phallaceae
DictyophO/η

indllsiata f. llltea Kobay.

노란망태 버섯

Leotiaceae 두건버섯과
ChlorosplenÍlIm aen(링'nosum (Gray) de
Dermateaceae 살갖버젓과
Dermea cerasi (pers. : Mérat) Fr.
Xylariaceae 콩꼬투리버섯과
Daldinia concentrica (B이t : Fr.)
Hypo킹I/on

•
•
•
•
•
•
•
•
•
•

애기방귀 버섯

Lycoperdaceae 말불버섯과
Lycoperdon perlatlll11 Pers. 말불버섯

N아. 녹청균

검맹이겉고무버섯

C양. :

de Not.

nllml11 111arillm Bull. : Fr. 민팔버 섯

콩버섯

200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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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Years
Scientific Name & Korean Name
1998
Hypocreaceae 육좌균과
Hypocrea citrina (Pers. : Fr.) Fr.

노란점 버 섯

Nectriaceae 보리수버섯과
Nectria CÏnnabarina (Tode. : Fr.) Fr.

알보리수버섯

N. coccinea (pers. : Fr.) 나방알보리수버섯
N. fU l11 icola (B erk. & B.) 연기 알보리수버섯
Ceratiom)뼈ceae 산호먼지과

Ceratiol11yxa .fruticulosa (Mull.) Mac. 산호먼지

•
•
•
•
•

C. fruticulosa var. porioides (꾀b. & Schw.) A. Li ster 산호먼지 아재비

Reticulariaceae 딸기먼지 과
TIlbifera ferruginosa (B atsch) Gmel.
Trichiaceae 이 먼지과
Hemitrichia serupllla (Scop.) Rost.

산딸기먼지

그물먼지

•
•
•

•

Ent
까빠
teer폐a따ce않ac야e 장내먼지과

•

Lycogala epidendnlnl α.) Fr. 분홍콩먼지

Physariaceae 자루먼지과
nllfans Pers. 흑자루먼지

2004

•

Physa때11

Total

96

102 ‘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8년에 채집한 광대버섯 가운데 미동정된 것 중에서 신종으로 확인된 긴뿌
리광대버섯 μ. longistψitata)이 있으며 이미 국제균학회(IMC-끼에 보고하였다.

균류 자원의 비교는 Table 1 에서와 같이 식용버섯 28종， 재배가능버섯 4종， 독버섯 6종， 약용버섯
9종， 항암버섯 11 종， 균근형성버섯 8종， 목재부후균 50종이고 이것을 백분율로 보면 Fig.4와 같이 식
용버섯 24%, 재배가능버섯 30/0, 독버섯 5%, 약용버섯 80/0, 항암버섯 9%, 균근형성버섯 7%, 목재부후
균 44%이었으나， 조(1 998이에서는 식용버섯 25 종， 재배가능버섯 4종， 독버섯 11 종， 약용버섯 13 종， 항
암버섯 18종， 균근형성버섯 15종， 목재부후균 50종으로 차이점은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조(1 998b)보

다 식용버섯은 3종이 많고， 독버섯은 5종이 적었으며， 약용버섯은 4종이 적고， 항암버섯은 7종이 적
고， 균근형성버섯은 7종이 적었다. 다른 균류 자원은 거의 비슷한 균류 지원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은
채집된 균류의 다양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와 조(1998b)에서는 곤충병리균인 동충하초괜Claviciptaceae)는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이 조(l 998b)와 이번 조사의 균류 다양성과 균류자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비록 채집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식생의 다양성에 기인한 버섯의 다양성이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채집된 균류의 다양성의 각 분포는 다른 지역의 채집목록과 비슷한 현황이다. 따라서 지리적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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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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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균류를 2004년 7월 9 일부터 2004년 10월 30 일까지 서울의 남산일대에서 채집하여 여러 문헌

을 통하여 동정하였다. 그 결과 균류 다양성은 2문， 3 아문， 5강， 3 아강'， .9목， 27과， 54속， 102종이었다.
그 중에서 미기록종은 줄무늬광대버섯 (Amanìta battaraE끼， 노랑털비늘버섯 (Pholìota scamba) , 구릉불로
초(Ganoderma bonìnense)의 3 종이었다.

우점종은 흰삿갓깔대기버섯， 우점속은 애주름버섯속， 우점과

는 송이과였다. 균류 자원은 식용버섯은 28종， 재배가능버섯은 4종， 독버섯은 6종， 약용버섯은 9종，
항암버섯은 11 종， 외생균근은 8종， 목재부후균은 50종이었다. 또한 버섯의 지리적 분포는 다른 지역
과 비슷하였다.

검색어 : 균류자원， 남산， 다양성， 미기록종， 우점(종， 속， 과)， 지리적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