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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yceps is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al herb well-known in China, Korea and Japan since B.C. 
2,000. The original entomopathogenic fungus, Cordyceps sinensis belonging to the genus Cordyceps 
could not be found insid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absence of the host insect for the correspond-
ing entomogenous fungu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production methods of Korean type Cordyceps 
using the silkworm Bombyx mori as in vivo culture medium for the the entomopathogenic fungus 
Paecilomyces tenuipes is the first, and wonderful occasion in the research history of insect industry of 
this global world.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historical research background, mass-pro-
duction methods, and pharmacological effects of the silkworm-dongchunghacho (Paecilomyces tenuipes) 
which is a newly developed Korean medicinal insect-borne mushroom, and another non-insect-borne 
medicinal mushroom (Cordyceps militaris and Cordyceps pruinosa). Their biological actions include an-
ti-tumor, immunostimulating, anti-fatigue, anti-stress, anti-oxidant, anti-aging, anti-diabetic, anti-in-
flammatory, anti-thrombosis, hypolipidaemic and insecticidal effects. The bioactive principles are pro-
tein-bound polysaccharides (hexose, hexosamin), cordycepin, D-manitol, acidic polysaccharide etc. 
Protein-bound polysaccharides and n-butanol fractions were demonstrated to show a significant an-
ti-tumor activities but did not show a cytotoxicities. D-mannitol exhibited a significant prolongation 
of the life span in tumor bearing mice. Ergosterol did not show an efficient anti-tumor activity, but 
showed a significant phagocytosis enhancing activity. Anti-tumor activity of silkworm-dongchun-
ghacho might be attributed to immuno-stimulating activities rather than cytotoxic effects [164]. Also 
this review comprises the breeding of Dongchunghacho varieties, optimization of culture conditions, 
improvement of learning and memory by Dongchunghacho, application of them as foods and chem-
ical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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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충하초(冬蟲夏草)는 무엇인가? 동충하초라는 명칭은 중

국으로부터 기원하며, 동충하초균(Cordyceps sinensis)이 겨울

(冬)에 곤충과 같이 있다가 여름(夏)이 되면 풀로 변화한다는 

발상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명칭의 본체가 된 중국산 동충하초

는 박쥐나방과(Hepialidae) 곤충인 편복아(蝙蝠蛾, Hepialus 

armonicanus Obertur)의 유충에 기생하여 생기며, 이 균이 기

생하는 숙주 곤충이 적어도 박쥐나방과에 30종이상 존재하며, 

중국의 오지(奧地), 사천성, 운남성, 청해성, 감숙성과 티베트

지역에서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그리고 해발 3,000-4,000 m의 

고원 지대에 자생 분포하는 지역 특산 곤충 버섯이다. 이 동충

하초는 특히 중국에서 인삼, 녹용과 함께 귀한 3대 한방 약재

로 취급 되어져 왔으며, 불노불사, 강정강장 효능이 있는 천연 

비약으로 뿐 아니라 결핵, 황달, 천식, 요통, 마약(아편)의 해독

약으로 사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항암, 항당뇨, 항고지혈, 항피

로, 항스트레스, 항돌연변이 효능등 여러가지의 약리효능이 

밝혀져 한국 뿐 아니라 특히 중국, 일본, 미국의 관련 과학자들

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164, 168, 182, 183].

 오늘날 동충하초라는 명칭은 곤충이나 절지동물, 균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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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등 식물의 종자에 기생하는 모든 균류를 총칭하며 지금

까지 알려진 곤충을 기주로 하는 곰팡이균은 약 800여 종으로 

이들 중 버섯을 형성하는 균은 대부분 자낭균류의 동충하초속

에 속하는 균들로 약 300여 종이 보고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80여 종이 채집, 연구되고 있다. 동충하초는 기주 곤충이 동일

할지라도 발육시기별 기생하는 균종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 

균주이지만 기주 곤충을 달리할 수 있고, 그 약리성도 균주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생산용 인공 배지의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주배지가 곤충이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곤충 기주 특이성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고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균주마다 그 특성을 달리할 

수 있는 등 연구할 테마가 많다. 또한 독성과 임상 연구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 예가 많지는 않다[150, 164, 

182, 183].

에동충하 (Paecilomyces tenuipes)개발의 연구 역사 

 배경

농업현장에서 실제적 사육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어 산업

화되어 있는 누에나방(Bombyx mori)이라는 농업곤충을 활용

하여 곤충유래 약용버섯인 누에동충하초를 인공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한국농촌진흥청의 연구진과 

관련대학의 과학자들의 큰 연구업적으로 곤충약용버섯인 동

충하초의 학술적, 산업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과시한 세계최초

의 일이었다. 이것은 1995년~1997년까지의 3년간의 연구로 이

루어진 동충하초산업화를 위한 기념비적인 쾌거였다[80, 164].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농진청의 연구관 경력을 가진 

강원대학의 교수인 성재모박사가 균학의 일부로서 동충하초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한국의 동충 하초 

연구의 효시였고 그것을 간략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84년 여름에 버섯 애호가들과 버섯채집모임을 하던 중 동충

하초를 처음 보게 되어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느꼈으며 그 이

후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인해 동충하초연구에 열정을 

쏟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한다. 동충하초연구는 첫째, 동

충하초가 다른 버섯과는 달리 아주 작다는 특성 때문에 정성

을 집중해야 야생의 자생균주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인 점과, 둘째, 의학적으로나 상업

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동충하초균주의 수집과 보존이 

향후 이용 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과, 셋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알리고 자연보존의 필요

성을 일깨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연구였다고 말한다[182].

그러면 균학으로서의 기반, 기초 연구 결과에 근거, 어떻게 

하여 누에동충하초를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알아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양잠산업의 쇠퇴 및 그에 따른 관련기관

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새로운 출구개발 전략의 일환

이었다. 즉, 누에동충하초의 개발은 양잠산업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잠산업의 쇠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양잠산업을 부흥시키고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출구 전략 

중의 하나였다. 

잠업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지표는 뽕밭면적, 양잠 농가 

수, 보급 잠종 생산량, 소잠량(누에 떠는 양), 고치생산량, 생실

(실크제품의 원료인 비단실) 생산량, 생실의 소비 및 수출량 

등이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하에서 양잠농가에 보급하는 보급 잠종(䗞種)생산량이

다. 이를 기준으로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한국 양잠산업의 

역사적 추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한국양잠업의 흥망성쇠를 

이해하고,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방법이 완벽하게 개발되어 양

잠 농가 수준에서 산업화된 곤충의 하나인 누에를 이용, 누에

동충하초를 개발한 역사와 배경을 알아 보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인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하여 8월 

29일부로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일본의 일방적

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1910년~1945년 8월 15일 해방 전까지의 

기간)의 농가보급 잠종 생산량 추이를 보면, 1913년 190,822장

(장: 누에나방 28마리가 낳은 알의 총량을 말하는 단위로 지금

의 B4 정도 크기의 산란대지(종이)에 낳은 누에 알 모두를 말

함)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1928년에는 100만장이 넘는 잠종이 생산되었으며 그 이후 1944

년 해방되기 직전 년도까지도 100만장 수준을 계속 유지, 이 

기간 동안에 잠업이 상당히 번성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점

기하에서 양잠이 성행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

의 식민정책 때문이었다. 즉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자마자 

잠업 장려 4대 기본 방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첫째 항목이 바로 

우량 잠종 보급 정책이었던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80]. 

그 후, 한국 잠업의 흥망성쇠를 보면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이 후 잠업 해빙기(1945~1970)에 이어 

1971년~1979년까지의 잠업 번성기를 거쳐 1980년 이후 시작

된 잠업 쇠태기가 1990년 초반기까지 계속됐으며 2,000년이 

되자 잠업은 거의 몰락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것을 통계

수치로 분석하여 보면 잠업 번성기 시작 년도인 1969년의 한

국의 보급 잠종 생산량인 1,134,700 상자(상자: 누에씨 20,000

립 정도가 들어있는 농가보급용의 누에씨를 담은 용기의 단

위, 이전의 잠종 한 장과 거의 같은 의미임)를 기준했을 때 

1980년은 747,259 상자로 66% 수준, 1990년은 311,522 상자로 

27% 수준, 1999년은 58,056상자로 잠업 번성기의 약 5% 수준

까지 떨어져 이 시기가 잠업몰락의 완료시점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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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0년 초반부터 거의 잠업몰락 수준으로 쇠퇴해가는 

잠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잠업관련 연구자들은 누에 분말 

혈당 강하제, 누에동충하초 등을 개발, 이로 인하여 실크를 

입는 전통 양잠 산업 형태에서 양잠 산물을 먹는 소위 “먹는 

양잠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전통 양잠 산업 형태의 탈바꿈을 

주도한 것이었다[80].

특히 누에 동충하초의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친 보다 실제적

인 사건은 1970년대 시작된 국제적 석유 에너지 파동, 일본의 

생사(실크) 수입 제한, 농촌노동력 감소 등에 영향 받아 진행된 

잠업의 쇠퇴와 1994년 이후 잠업 쇠퇴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

에 의한 관련 농업직 공무원의 생존적 몸부림이었던 것이었다

[80]. 1994년 12월 27일 잠업의 쇠퇴에 따른 잠사기관 통폐합 

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 원원누에씨 생산, 누에씨 병독검사, 

생사검사 등의 업무를 하던 농림부 산하의 국립 잠사소가 해

체되어, 생사검사업무는 국립농산물검사소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업무는 농촌진흥청의 잠업시험장으로 각각 이관되

었다. 같은 날에 농진청 산하의 잠업시험장은 잠사곤충연구소

로 개편되었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로 넘어온 누에씨 

생산 업무관련 및 검사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잠사곤충 연구소

의 잠종 관리소에 발령을 받았고 직렬은 농림직이었다. 그 이

듬해인 1995년 새해부터는 농림부산하의 국립잠사소라는 행

정기관에서 근무하다 연구기관인 잠사곤충연구소에 일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농림직 공무원이지만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의 연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잠업부흥에 도움이 되는 연구

테마를 창출하기 위해 문헌 검색 등 고민 중에 중국의 자연산 

동충하초가 곤충에 기생하는 버섯이며 고가이고 아직 인공생

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 누에가 곤충이니 

누에를 이용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

계 최초로 누에동충하초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후 마침

내 3년간의 연구 끝에 누에 몸에 종균을 뿌려서 자실체를 발생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기술을 양잠농가에 보급, 

1998년 봄누에 때부터 국내의 양잠농가가 직접 누에동충하초

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쩌면 누에동충하초의 개발

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적 산물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은 당시 잠사곤충연구소 소장이었던 임수호 박사와 직접 연구

를 담당한 조세연 박사였다[80, 164].

연구경위를 알아보면, 1995년 잠사곤충연구소 잠종관리소 

보전연구실에서는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를 대량으로 생산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봄누에 때 부터 동충하초균을 

살아있는 누에에 접종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몇

가지 균이 누에에 감염력을 가지며 자실체(버섯)를 발생시킨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년 12월 동충하초에 관련한 신규 

연구 과제안을 농진청에 제출했을 때 “왜 잠사곤충연구소에

서 버섯을 연구하려고 하느냐?” 등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

었지만 결국은 신규 산․학․관 공동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

서 본격적으로 동충하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진청,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의 3개 기관이 공동으

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과제명: 누에동충하초 대량

생산 및 유용 물질 개발 하에 4개의 세부과제(제1세부과제: 

누에 동충하초 우수 균주 수집 및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세부과

제책임자: 잠사곤충연구소 조세연; 제2세부과제: 누에동충하

초 유용물질구명 및 약리효과검색, 세부과제책임자: 서울대학

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신국현교수; 제3세부과제: 누에동충하

초의 유용물질의 항HIV 활성검색, 세부과제책임자: 한동대학

교 송성규교수; 제4세부과제: 동충하초균의 분류동정, 세부과

제책임자: 강원대학교 성재모교수)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었다[80].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세계 최초로 누에

를 이용한 누에 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 (tenuipes))를 

개발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중․일 아시아 3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3종의 동충하초 중 원조 동충하초

인 중국의 자연산 및 균사체 동충하초(Cordyceps sinensis)를 

제외한 누에 동충하초(Paecilomyces tenuipes) 및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로 통용되는 번데기 동충하초인 Cordyceps militaris

에 대하여, 그리고  그 외의 수종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주목

받는 동충하초에 대하여, 생산 방법 및 약리성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종합, 요약하고자 한다(Fig. 1).

한국의 동충하 의 분포  분류

현재까지 곤충체에 침입하여 기생하는 동충하초균은 전 세

계적으로 100속 8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버섯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대부분 자낭균류의 동충하초속

(Cordyceps)에 속하는 균들로 약 300~400여 종이 보고되었다. 

주요 국 별 자생 동충하초는 세계 최대의 균주 보유국인 일본

이 약 300여 종 이상, 중국이 80여 종 이상, 한국이 80여 종 

이상이며 기타 네팔 등의 나라도 상당수의 동충하초가 자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동충하초 분포지역은 지금까

지의 여러가지의 자료(논문 및 비 논문 자료 등)를 보아 제주도

를 포함한 남한의 전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분류방법도 기존

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로 근거한 전통적 방법에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47, 65, 87, 123, 129, 

133, 164, 168, 181-184, 187, 190]. 동충하초와 같은 곤충기생성

균들은 생물적 해충방제, 약리적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미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곤충학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높고 특

히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응용한 계통분류법의 적용은 전통적

인 동충하초분류에 매우 큰 보완적 방법이 된다[65]. Cordyceps

속의 동충하초와 이를 포함하는 맥각균과(Clavicipitaceae 

fungi) 균들에 대해 계통발생학적 상호관계 연구를 핵리보솜

소단위체(nuclear ribosomal small and large subunits : nrSSU 

and nrLSU) 등 5개의 유전자좌에 대해 연구된 예가 있으며

[181], 번데기동충하초 C. militaris의 경우 유전체 서열분석을 

하여 이미 알려진 미생물 유래 인체독성물질에 대한 어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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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s of the two representative Cordyceps industrialized in Korea. In P. tenuipes and C. militaris, A, B and C indicate natural 

form of the corresponding entomopathogenic fungi, formation of endosclerotium and fruiting bodies, and completion of 

fruiting bodies on the silkworm Bombyx mori pupae, respectively.

전자도 갖고 있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209]. 동

일한 종에 속하는 C. militaris 72균주에 대해 형태적으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RAPD분석에 의한 특성분류를 행한 결

과 2개의 그룹핑이 가능하였다[185]. 동충하초균주의 ITS (in-

ternal transcribed spacer) 영역의 PCR산물은  종간 또는 속간

의 구분이 어려웠지만 PCR산물의 제한효소처리에 의해 밴드

상을 관찰, 속간 구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ribosomal DNA

의 ITS영역을 이용한 동충하초균주의 유전적 유연관계분석 

또는 특정유전자의 서열비교에 의한 상동유전자의 추정 및 

단백질 영동패턴에 의한 유연관계분석 등은 상당히 바람직한 

보완적 분류 방법으로 보인다[5, 21, 22, 76, 106, 125, 126, 128, 

149, 155, 156, 179, 186]. 이외에도 동충하초의 진위 또는 품질

의 구분을 위해서는 자실체의 구성성분 즉 수용성 당류, 아미

노산 조성, 지방산 함유량 등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도 유효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3, 135].

살아있는 곤충인 에를 생체 배지로 한 에동충하  생산

기술개발 

재배기술 개발

1995년부터 누에동충하초 개발에 착수한 조세연박사의 연

구팀은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균주 수집에 나서서 

해외에서는 일본에서 1점(P. japonica), 중국에서 2점(C. milita-

ris, C. sinensis)을 공시재료 균주로 수집하였고 국내에서는 강

원도 설악산등 전국의 유명산에서 균주 19점(P. farinose 등)을 

채집 분리하였다. 수집 분리한 동충하초 균주 중 누에 접종에 

필요한 분생포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균의 최적배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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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구명하였다. 즉 pH 5.0~5.5에서 C. militaris는 20℃, P. 

sp J300은 24℃, P. japonica 및 P. farinosa는 20℃, 24℃의 변온 

조건에서 각각 포자의 발생이 가장 양호하였다. 누에로부터 

동충하초를 재배하기 위하여 동충하초균을 누에에 감염시키

고 감염된 번데기에서 자실체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구명하였

다. 즉 살아있는 누에에 균을 감염시키기 위하여 유충경과가 

고른 5령 기잠 누에 표피에 108/ml 농도의 균 포자를 스프레이

한 후 26~30℃, 95% R.H.에 24시간 보호하였다. 보호가 끝난 

누에는 5령기 표준 온습도에 두어 사육을 하고 상족(누에를 

고치 지을 섶(자리)에 올리는 것) 및 수견이 끝나면 고치를 

절견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감염번데기를 버섯 재배상에 m2당 

150개정도 올려놓고 온도 20~24℃, 습도 90% R.H. 조건에 약 

20~45일간 보호하면 자실체가 번데기에서 형성되었다[80, 

164]. 이 실험결과가 곤충인 누에를 동충하초의 생체배지로 

활용하여 누에동충하초 인공재배법을 개발한 세계최초의 연

구성과가 된 것이며 이의 산업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를 해결한 것이었다. 

에동충하  개발 후 행정  조치사항

누에동충하초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농산물인 관계로 농가

에서 생산된 동충하초를 식품으로서 유통시키고자 하였으나 

근거법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이때의 식품위생

법 제7조 규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동충하초를 식품원료

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누에동충하초에 대한 안전

성검사 결과 및 외국의 유사식품 사례 등 자료를 작성, 식품의

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한바 1998년 7

월에 동충하초중 안전성이 입증된 누에동충하초(P. japonica)

만을 식품원료로 인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법

이 개정됨으로서 1999년 누에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음료(상품

명 : 위풍당당)가 개발, 시판되었고 2000년 5월에는 동충하초 

술(상품명 : 불휘)이 탄생되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동충하초

종균과 자실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1998년 9월 농산물의 품종

명칭을 “누에동충하초”로, 작물명을 “눈꽃동충하초”로 각각 

등록을 마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림축산물 품

질인증 대상품목 고시(농림부고시 제1999-88호)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누에동충하초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승인하고 등

급규격 및 포장규격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토록 하였다. 

1998년 봄누에 때부터 양잠농가가 직접 동충하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특허출원중인 누에동충

하초 재배방법에 관한 연구개발성과를 1998년 2월에 대한잠

사회에 이전하여 1998년 봄, 가을 2회와 1999년 봄에 동충하초

를 생산토록 하였다. 1999년 1월에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1999

년 가을부터의 생산은 특허청과 대한잠사회 간에 체결(1999년 

8월)한 특허 사용 계약에 의거 실시하였다. 대한잠사회는 누에

동충하초의 생산, 수매, 가격 등에 관하여 매회 잠기 별로 양잠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수매가격

은 1998년에는 생버섯 kg당 1등 160,000원, 2등 128,000원, 

1999년에는 1등 110,000원, 2등 78,000원으로 약정하여 시행하

였다. 10 a 당 누에동충하초의 생산 예상량은 평균 50 kg으로

서 정확한 소득 분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조수입으로 

보면 약 5,500 천원 정도가 된다. 년도 별 동충하초(생버섯)의 

생산량은 1998년에는 400 농가가 참여하여 6,000 kg을 생산하

였고, 1999년에는 500 농가가 약 25,000 kg을 생산하였다. 그 

이후 생산 방법의 까다로움, 비 곤충 유래 동충하초의 출현 

등으로 누에동충하초의 생산은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80, 164]. 

연구성과의 특허출원  등록

누에동충하초 대량생산 및 유용물질개발 과제를 수행하면

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 

즉 1997년 12월 “가잠을 이용한 동충하초(P. japonica)의 인공

재배방법”, “가잠을 이용한 동충하초(P. sp. J300)의 인공재배

방법”에 대하여 국내특허를 출원하였고 1999년 1월 특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 “가잠을 이용한 번데기 봉형

눈꽃동충하초(P. farinosa)의 인공재배방법”, “가잠을 이용한 

번데기동충하초(C. militaris)의 인공재배방법”에 대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에 “가잠을 이용한 동충

하초(P. sp.)의 인공재배방법”에 대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하여 

1999년 8월에 우선 미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다[80].

Paecilomyces  tenuipes 균을 이용한 다양한 에동충하

 생산기술

이상에서 설명한 P. tenuipes 균을 이용한 누에동충하초 생

산법은 누에의 5령 기잠(누에가 5령 종 령이 되기 위해 마지막 

4면에서 탈피 완료한 누에를 지칭함)에 동충하초균을 분무, 

접종한 후 접종된 그 상태로 24시간 동안 고온다습(26~30℃, 

95% R.H.) 환경에서 보호하여 종균 포자가 발아하여 누에의 

피부를 뚫고 체내로 감염되도록 한 후 정상적인 사육 온․습

도(22~23℃, 65~70% R.H.)로 5령누에를 사육하는 방법이다. 

유충 발육이 끝난 후에는 고치를 수견하여 절개, 번데기를 꺼

내어 동충하초균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번데기(번데기내부

가 내생균핵으로 가득차 딱딱하게 굳은 미이라 상태의 번데

기)만을 골라 24~25℃에서 자실체 형성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 생산된 동충하초는 번데기에서 자실체가 나오

므로 누에 번데기 상태의 동충하초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방법이 1998년부터 전국의 양잠농가에 

보급중이었으나 때로 재배에 실패하는 농가가 급증하는 경우

도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누에라는 곤충의 생리를 최대한으

로 고려한 누에동충하초 생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이상

과 같이 기존의 누에동충하초 생산방법은 5령 기잠 10 시간째 

포자농도 108/ml로 누에 체표면에 분무한 후 26~30℃에서 비

교적 장시간인 24시간 동안 단1회의 급상(뽕 먹이 주기)만으로 

95% R.H. 다습 조건에서 누에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고온으로 

인해 누에의 생리를 급격히 해치기 쉽고 또 공기 중 또는 잠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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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또 다른 곰팡이균의 감염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정상적인 급상 조건(3회/1일)하에서 고온다

습 노출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서 다소라도 극복 가능할 것이

며, 또한 균접종 없이 정상적으로 누에유충을 사육하여 고치

를 수확한 후 누에유충이 아닌 생번데기에 균접종을 시도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간편한 누에동충하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충하초균의 유충접종인 경우 5령 유충을 접

종 후 보호 기간 동안 28℃, 95% R.H.의 고온 다습 하에서 

3회의 정상급상을 한 후 18시간 보호하는 것이 좋았다. 또한 

번데기시기는 용화 4~6일째 접종하는 것이 감염율이 좋았으

며 누에 품종 별 동충하초의 감염 및 그 생산성은 근소한 차이

만 인정되어 잠기 및 사육조건에 따라 품종선택이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118].

주사접종에 의한 누에 유충상태의 동충하초생산도 가능하

나 해부학적인 관찰결과 체내 조직 중 중장과 실샘은 전혀 

감염되지 않아 실용성이 많이 떨어졌다[154]. 동충하초의 종과 

동일 종균의 계통에 따라서도 누에에 대한 감염양상이 다름도 

확인되어 균주별 특이적 접종 및 동충하초 생산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다[104, 105]. 5령 누에에 대한 동충하초균의 고온 다

습 조건에서의 보호 시간별 감염율도 기존의 24시간보다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103], 누에번데기시기의 발육단계별 주

사접종에 따른 연구결과 번데기 중기 이전에 접종함이 감염 

성공율이 양호하며 누에 나방이 시기에도 주사접종에 의해 

누에나방 동충하초도 생산 가능함이 확인 되었다[113]. 

P. tenuipes 종균을 이용, 야생 누에의 하나인 작잠(상수리 

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야생 누에로 번데기 크기가 누에번데

기의 수배에 달할 만큼 큼) 동충하초 생산도 종균의 주사 접종

에 의해  가능하며[117], 동충하초 균사체 콩의 생산도 가능하

였다. 즉 대두(Glycine max), 검은콩(Glycine max, black coated 

soybean), 밤콩(Glycine max, blown coated soybean), 녹두

(Phaceolus radiatus), 팥(Phaceolus angularis) 등의 5종의 콩을 

배지로 하여 3종의 동충하초균주(C. militaris, P. tenuipes, P. 

sp.)를 접종 동충하초 균사체콩을 생산한 바 콩 종류별 종균의 

배지 특이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온도 26℃, 습도90~95% R.H.

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동충하초 균사체콩이 발생되었다.  

광조건도 동충하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C. militaris는 

24 L조건에서 P. tenuipes 및 P. sp. 관련 균주는 6 L 18 D의 

암조건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 균주별 광 감수성의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11]. 특히 P. tenuipes는 빛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자실체 형성기 동안의 암조건(24 D)이 자실체 

생장을 촉진하며 포자형성을 억제함도 확인되었다[64, 99]. 또

한 누에동충하초 생산 시 재배상에 발생하는 오염균의 예방이 

실제적으로 생산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연구결

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잠좌재인 광목천 또는 숯가루를 첨

가한 광목천 보다 시중의 폴리스틸렌(polystyrene: Styrofoam®)

을 동충하초 잠좌재로 사용할 경우 항균성이 뛰어나 동충하초 

잠작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 독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112]. 신선한 생 동충하초를 소규모의 

용기에서 유통 재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수요에 응하여 몸체

는 투명한 PET, 뚜껑은 PP재질로 구성되며 용량은 350 ml되는 

원통형의 밀폐형 용기에 동충 하초균 감염 번데기 15~20 개체

를 넣어 자실체 생장기간 15일이며 배양온도 22℃에서 총 소

요기간 53일의 미니키트 동충하초 생산기술도 개발되어 일반 

소비자들도 생 동충하초를 가정에서 생산가능하며, 상시 식생

활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132]. 계란을 활용한 계란동충하

초도 생산 가능하며 실험쥐의 고지혈증 개선에도 양호한 효능

이 있는 등[116], 간이 누에동충하초생산 미니키트도 개발되었

고, 누에 대체배지 생산 동충하초도 지질대사 개선효과 등의 

생리활성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91, 145, 116]. 누에 이외의 

곤충인 꿀벌부채명나방(Galleria mellonella, wax moth) 동충하

초 생산도 가능하며 이는 눈꽃동충하초의 기주 특이성에 대한 

실험이 필요함을 암시한다[33]. 눈꽃동충하초가 아닌 번데기 

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를 활용하여 누에번데기 동충하

초의 생산도 가능함이 확인되었다115]. 또한 PDA 배지와 번

데기분말을 혼합한 인공배지로도 상당한 수의 동충하초균주

의 자실체 형성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183].

에동충하 (P. tenuipes)의 약리  효능 

항암효과

누에동충하초에는 단백질, 다종의 아미노산, 지방산, 다종

의 단백다당체, 혈전분해효소, 대장균 성장억제물질, 곤충에 

병원성을 일으키는 뷰베리신류 물질(beauvericin analogs), 

isariotin 등 많은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리 활성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46, 69, 

98, 137, 196, 203].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의 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누에동충하초의 항암효능이 확인되었다. 

누에눈꽃동충하초의 열수추출물 및 methanol 추출물에 대한 

비 경구투여(복강 내 투여)시의 항암효과를 공시한 생쥐의 

Sarcoma-180 복수암의 평균 생존율을 지표로 실험한 결과에

서 복수암을 유발한 대조군의 평균생존일수는 17.5일 이었으

나 임상 항암재로 사용하고 있는 다당류인 Krestin은 20 mg/ 

kg/day 의 15일간의 투여로 생존일수 22.9일로 증가하여 대조

군에 비하여 약 28.7%의 수명연장효과를 보였고 이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기준치인 25%를 상회하는 항암효과임을 알 

수 있다.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mg/kg/day 투여군이 평균생

존일수 36일로 대조군에 비해 102.6%의 수명연장효과를 보여 

현저한 항암효과를 보였다[164]. 이상과 같이 시료의 비경구투

여시 급성독성발현가능성이 있어 추출물의 경구투여시에도 

Sarcoma-180 복수암에 대한 억제효과의 발현유무를 탐색한 

결과 복수암을 유발시킨 mouse에 추출물 200 mg/kg/day로 

1일 1회 20일간 경구 투여한 결과 수명연장효과는 대조군의 

평균 수명시간 22.7일에 비해 krestin은 28.0일로 23.3%,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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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은 28.4일로 25.1%, methanol 추출물은 34.8일로 53.0%

로 특히 methanol추출물은 대조약물인 krestin대비 약 2배의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였는데, 비 경구투여 실험에서는 최강효

과를 보인 것이 열수 추출물이었지만 경구투여 실험에서는 

methanol 추출물이 가장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

은 효능 차이는 투여 경로에 따라 그 항암작용 성분군에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164]. 이와 같이 복수암에 

대한 수명연장효과는 면역력 증강효과가 그 기전중의 하나로 

추정된다[164, 172, 189]. 또한 Sarcoma-180 복수암을 mouse의 

대퇴부 피하에 접종, 고형암을 유발시킨 후 열수 및 methanol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2종의 추출물 공히 유의성 있는 고형암 

억제효과를 보였고 특히 methanol 추출물에서 58.6%의 강력

한 고형암 억제를 보였다[164]. 또한 인간의 자궁 경부암 세포

주인 HeLa 와 HeLa S3세포, 그리고 상피암세포인 A-431에 

대해 누에번데기가 포함된 인공배지 눈꽃동충하초 자실체 추

출물도 공시한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이 우수하였다[169]. 

이와 같은 항암효과를 가지는 물질은 눈꽃동충하초의 계통분

획과 성분의 분리 및 관련 실험 결과 protein-bound poly-

saccharide 및 D-mannitol 임이 확인되었다[164]. 이와 같은 

주 항암 물질인 항암 단백 다당체들은 암세포에 직접적인 세

포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면역세포들의 작용을 증가시키며 암

으로 약화된 면역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면역조절물질로서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64, 172, 189]. 하지만 분획의 

종류에 따라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결과도 있다. 눈

꽃동충하초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이 HeLa 세포 등에 낮은 

농도에서 직접 세포독성을 나타낸 경우도 보고되었다[169]. 항

암효과는 다른 약용 버섯류의 균사체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장

수상황버섯의 경우 균사체를 이용한 고체 발효 한약재의 대장

암 세포 성장 억제 활성이 보고되었으며 동충하초의 경우도 

배지가 누에가 아닌 동충하초 균사체 콩의 대장암 억제효과도 

보고되었다[141, 176].

면역증강효과 

누에눈꽃동충하초의 추출물의 면역증강작용을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을 지표로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면역활성 증강물질

인 대조 Zymosan 대비 methanol 추출물은 zymosan과 거의 

동등한 phagocytosis 증강효과를 보였으며, 물 추출물 투여구

는 zymosan보다도 약 2배의 강한 활성을 보였다[164, 172].

항 피로 효과

Mouse의 강제 수영법에 준하여 눈꽃동충하초의 열수 및 

methanol 추출물의 항피로효과를 측정한 결과 용매만을 먹인 

대조군 mouse의 평균수영시간은 10~20분의 분포를 보인 반

면 methanol 및 열수 추출물 투여군 모두에서 현저한 수영시

간 증가를 보여 매우 유의성 있는 항피로 효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ethanol 추출물의 경우(용량을 높인 처리

구, 200 mg/kg 투여) 대조군(100 mg/kg)에 비하여 207%의 

수영시간 연장효과를 보여 매우 강력한 항 피로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대조약물인 α-tocopherol acetate와 동량 처리시에는 

동등한 항피로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이 누에동충하초 추출물

에 mouse의 강제수영에 대하여 견디는 힘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효과도 있음을 암시하며 

면역력의 증강효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164]. 

항 스트 스 효과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에 변

동이 초래되어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장기 중 간장, 흉선세포, 

신장,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부신, 흉선, 비장 

및 갑상선 중량에 변동이 생긴다. 실험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mouse의 비장, 흉선, 갑상선 등의 현저한 중량감소와 부신의 

중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동충하초의 열수 및 methanol 추출

물을 5일간 경구투여하고 stress를 가했을 경우 각 장기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적한 결과 열수추출물 및 methanol 추출물 공

히 부신 중량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 정상수준까지 회복됨이 

관찰되었고 비장, 흉선 및 갑상선의 중량에 대하여는 meth-

anol 추출물 투여구에서 모두 유의성있는 회복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누에눈꽃동충하초 추출물이 stress에 대한 저

항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면역증강효과 및 

항피로 효과에서 나타난 결과와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164].

항 산화  항 노화 효과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의 분자 내 라디칼

이 항산화능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번데기동충하초(C. militaris)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

한 결과 추출물 농도 500 μl/ml 농도에서 DPPH radical 소거 

효과는 48%로 영지버섯 56%, 차가버섯 78%, 상황버섯 90%보

다 낮은 값을 보였고 식용버섯인 표고버섯의 9%, 아가리쿠스 

버섯의 11% 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hydroxy radical은 활성 

산소중에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가장 크며 생체내에서 산화

원인이 되어 DNA에 손상을 주거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 

질로 알려져 있다.  500 μl/ml 농도에서 OH･ 소거 활성효과는 

동충하초 36%, 영지버섯 40%, 차가버섯 47%, 상황버섯 58%로 

약용버섯 중에서는 동충하초가 낮은 편이나 식용버섯인 표고

버섯 18%, 아가리쿠스버섯 23%보다는 우수한 항산화 능을 보

유하고 있었다[163].  carbon tetrachloride (CCl4)로 독성을 유

발한 mouse의 간에서의 누에동충하초(P. tenuipes)의 항산화 

능을 탐색한 결과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활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활성은 확인되었다[63]. 동충하초 균사체 쌀의 항산화 효과도 

streptozotocin 유발 고혈당 쥐에서 또한 확인되었다[150]. 누

에동충하초 분말을 400 mg/kg/day로 SD rat를 45일 동안 사

육 후 항노화 효과를 평가한 실험에서 대조에 비해 뇌 세포막 

유동성은 18% 증가, 기초 및 유도 산소 라디칼로서 BOR 

(basal oxygen radical) 및 IOR (induced oxygen radic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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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제, 활성산소중의 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 radical, 

･OH)의 생성량 10% 이상 억제효과가 인정되었으며 활성산소

에 공격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서 과산화지질

(LPO, lipid peroxide) 및 산화단백질(OP, oxidized protein)도 

20%, 27% 억제하였다. 하지만 뇌의 마이크로솜에서는 유의성

이 없었다. 또 다른 활성산소인 산화질소(NO, nitric oxide)의 

생성량도 뇌의 미토콘드리아 및 마이크로솜에서 17% 및 11%

의 억제효과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동충하초의 활성산소 

억제효과는 뇌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찰된다[164]. 활성산소 제거효소인 SOD (superoxide dis-

mutase)에 있어서 뇌 미토콘드리아의 Mn-SOD 활성은 35%, 

Cu,Zn-SOD의 활성은 10% 정도의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또

한 코린아세틸트랜스퍼라제(choline acetyltransferase)의 활

성을 높여 뇌조직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코린(acetylcho-

line) 합성을 12% 증가 시켰고, 시냅스말단에서 신경의 전달에 

깊이 관여하는 아세틸코린에스테라제(acetylcholinesterase)

의 활성을 30% 증가시켜 뇌의 신경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찰된다[164]. 또한 카테콜아민계 신경전달물질을 파

괴하는 모노아민옥시다아제-B (monoamine oxidase: MAO-B)

의 활성을 15%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누에동충하초의 

투여는 뇌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164]. 또 다른 누에동충하초(P. sp. 인 J300)로부터는 항 

HIV활성이 있음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후속 연구

가 요구된다[164].

항 당뇨 효과

누에동충하초의 항당뇨 효과도 실험적으로 검정되었는데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고혈당 mouse를 대상으로 검정하

였다. 이 때의 동충하초는 건조된 누에유충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생산된 건조 유충동충하초이다. 70% methanol 추출

물을 100 또는 300 mg/kg의 농도로 투여했을 때 처리 후 3시

간만에 혈중 glucose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epi-

nephrine 0.6 mg/kg의 복강 내 처리 후 1시간만에 대조군의 

혈당이 정상동물군에 비하여 약 152% 증가하여 매우 강한 고

혈당이 유발된 것을 관찰하였으나 동충하초 추출물 100 mg/ 

kg 및 300 mg/kg씩 단 1회 경구투여로 각각 혈당이 45.6% 

및 52.3%씩 현저히 감소하여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

었다. 대조약물 tolbutamide 100 mg/kg 투여군에 비해 우수

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혈중 혈당강하 효과는 

동충하초에 의한 간에서의 glycogen 분해 억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glyconeogenesis의 억제나 말초의 당 

이용 증가나 직접적으로 insulin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일 가능

성도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등의 에

너지원들은 췌장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며, 이중 포도당은 in-

sulin 분비의 주 signal이 됨으로 일정 기간 사이에 포도당은 

대량 투여 시 내성 테스트에 의해서 insulin reserve의 유무를 

검증할 수 있다. 실험 결과 1주야 절식시킨 정상쥐에서 동충하

초 100-300 mg/kg 경구 투여로 당 투여 후 2시간까지 경시적

으로 현저한 내당 효과를 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

의 실험결과로 보아 눈꽃동충하초는 현저한 insulin 저항성을 

일으키는 제 2형 당뇨에 유효하며 STZ유발 고혈당에 대한 억

제효과도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insulin 분비와 관계가 

있는 제 1형 당뇨에도 완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70]. 또한 P. tenuipes의 균사체 배양 또는 자실체로 부터 분리

되는 exo-biopolymer 또는 acetoxyscirpendiol과 같은 화학물

질도 항 당뇨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60, 148, 191-193, 195]. P. 

tenuipes를 접종하여 생산한 동충하초 균사체 쌀의 경우도 역

시 항당뇨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50]. 

이상과 같이 누에동충하초는 동물실험결과 항암작용(고형

암 억제효과 59%, 수명연장 효과 203%), 면역증강 작용

(zymosan 대비 2배), 항 피로 작용(tocopherol 대비 1.5배), 항 

노화 작용(tocopherol 대비 지질과산화억제효과 2배)등이 뛰

어나고 간 보호 작용과 항 스트레스 작용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에동충하초에는 항암 및 면역증강 작용을 

가지는 D-mannitol이란 물질이 약 7% 함유되어 있고, 항암, 

항 노화 및 항 피로 작용에 관여하는 활성물질 proteinbound- 

polysaccharide가 6.1% 정도 들어있으며, 면역증강 및 항 피로

작용을 가지는 ergosterol이 0.05%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4].

에동충하  균주의 보존, 균사체의 배양조건  생리 활성

지구상에 자생 분포하고 있는 곤충 병원성 곰팡이는 약 

5,0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헌상 기록된 것

은 800여 종으로 다른 종류의 곰팡이에 비해 상당히 연구가 

미흡하다[59]. 이들 중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산업화된 대

표적 동충하초 균주는 P. tenuipes와 C. militaris이다. 이들 균주

를 활용하여 누에동충하초, 인공배지배양 번데기동충하초가 

개발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무리 누에동충하초가 약

리성이 뛰어나고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 산업적 

상품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을 지라도 그 원재료가 되는 균주

의 곤충병원성(감염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균주의 유지 보

존상에 문제점이 생기면 산업화에 대한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 2개 균주의 병원력 유지조건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균주 보존 조건 중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 상기 2개의 해당 균주를 보급 종균 상태(액체종균)의 경

우 4℃에서 10일간 보관 시 누에에 대한 감염율 및 자실체 

형성율은 각각 88.0%, 96.2%로 대조구와 비슷한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25℃ 보관 시에는 감염율이 5%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모균주(PDA배지 또는 현미배지사용)의 보존기간별 조

사(각 온도별 3, 6, 9, 12개월 보존)에서 4℃ 보존구가 -20℃, 

-70℃의 냉동보존 및 동결 건조 보존법에 비하여 감염율이 우

수하였고 12개월 보존 시에도 감염율 90% 이상 이었다. 따라

서 산업화된 대표적 동충하초 균주인 P. tenuipes와 C. milit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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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장보존온도는 4℃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59, 134]. 

단지 보존온도처리구내에서의 보존기간별 감염율의 차이는 

미미하므로 보존기간보다는 보존온도의 차이가 감염율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감염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해당 균주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여 감염율이 저하되

는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기의 주요 

산업화 균주의 배지 배양 특성 중 최적배지와 영양원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며 균사체를 배양하여 그 특성을 분석, 천

연물질로서의 균사체도 산업화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균사 생장 최적 배지는 P. tenuipes에는 YMA 

(yeast malt agar), C. militaris 에는 MCM (mushroom com-

plete medium)이었다[108]. 2개 공시균주의 균사생육 최적온

도는 공히 25℃였다. 적정 영양원은 두 균주 모두 탄소원으로

서 단당류의 fructose, 이당류의 maltose, 다당류의 dextrin이

며 질소원은 유기태일 경우 두 균주 모두 ammonium sulfate

의 생장량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밀도 고려 시 C. militaris는 

calcium nitrate, P. tenuipes는 sodium nitrate가 적합하였다. 

무기태의 경우 ammonium tartrate와 urea 모두 우수하였으나 

밀도 고려 시 ammonium tartrate가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질소원의 선택은 균주의 특성에 맞게 선발해야 함을 암시

하고 있다[108]. 동충하초의 배양액의 항균활성을 paper disc

법으로 조사한 바 두 균주의 항균활성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

나지 않았는데 균주 종류, 배양 조건, 접종 농도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배양조건에 따른 

항균 활성 등의 정밀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상기 두 개 균주 

등 여러 곤충기생균에 적합한 최적 배지는 고 단백질원인 누

에분말을 첨가하면 배지성능이 개선되지만 균주의 특성에 따

라 변이가 심하므로 산업화 필요성, 균주종, 기타의 조건에 

맞는 조건특이적 배지개발이 요구된다[41, 108, 131, 146, 147]. 

동충하초의 균사체도 다양한 약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학적 차원의 기초연구와 응용을 위한 연구, 그리고 산

업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자생 동충

하초 20여 종에 대해 균사와 배양배지를 이용하여 항산화 및 

항암 효능 실험을 한 바, DPPH 및 FRAP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assay를 통해 검정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지만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었고 면역 및 염증반응과 관

련 있는 NO (nitric oxide)의 활성억제 및 Cox-2 promoter 의 

활성도 동충하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효능이 확인 되

었고 항암효과 및 혈관 생성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8]. 균사체의 기능성 화장품 재료로서의 가능성도 연구되

었는데, 포도와 오이즙액에 P. tenuipes 균사체 배양액을 혼합

하여 여러가지의 실험을 행한 바, 사람의 섬유아 세포에서 콜

라겐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0.01~1.0%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SOD 활성을 증가시켜 superoxide radical 를 소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 혈액 응고제로 알려진 퀘르세틴(quer-

cetin)의 함량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고 피부에 자극도 주지 않

음이 확인되었다[120]. 따라서 포도와 오이즙 등의 화장품용 

재료에 균사체의 배양액의 첨가는 피부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주름 개선 및 항산화 활성을 갖는 기능성 화장재료로 이용가

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120]. 또한 뽕잎추출물에 P. ten-

uipes 균사체 배양액을 첨가하여 멜라닌 합성 저해 관련 실험

을 행한 바, 피부에 대한 독성이 없고 멜라닌 저해작용이 우수

하여 피부 미백용 화장재료 조성물로서의 이용 가능성도 확인

되었다[159]. 뽕잎 추출물을 배지로 눈꽃동충하초 균사체 배양 

상등액의 여드름균(Propionibacterium acnes)억제효과를 실험

한 결과 여드름균 생육 억제 활성이 뛰어나며 열에 안정한 

여드름 억제 화장품재료 조성물로서의 이용 가능성도 확인되

었다[160]. 또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물질로서 다른 곤충 병원

성 곰팡이와 더불어 활용 가능성도 확인되었다[26, 203-205].

에동충하 의 식품 등의 상품개발에의 응용 가능성

누에동충하초(P. tenuipes)의 배양액, 균사체, 자실체를 일반

식품에의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4, 37, 61, 62, 94, 98, 

100, 119]. 동충하초 추출물을 첨가, 발효한 동충하초 김치가 

면역능력을 향상시키며[4], 2%정도의 함량으로 첨가한 식빵

의 질, 즉 맛, 감촉, 기호도, 수분함량, 부피 등의 관능적 기계적 

특성이 개선되었으며[61, 62], 0.1%의 첨가로 제조한 민속주의 

기호성 등 관능성이 높고 동시에 술의 혈전 용해활성과 아질

산염 제거효과도 높음이 확인되었다[98], 즉석죽에 대한 동충

하초의 일정량의 첨가도 죽의 맛, 향, 조직감, 기호도 등 관능

적 품질을 향상 시키며[100], 기존의 황국균만으로 제조한 고

추장에 일정량 첨가 시 품질개선 시너지 효과도 확인되었다

[94]. P. tenuipes 가 아닌 C. sinensis 첨가도 청주의 발효특성을 

개선 하였다[119]. 따라서 누에동충하초가 기능성 식품소재로

서의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할 수 있다[37].    

한국에 있어서 비 곤충유래 인공배지에 의한 번데기 동충하

(C. militaris)의 생산  약리작용 

C. militaris는 현재 한국시장에서 곤충생체배지가 아닌 인

공배지에 의해 균사체 또는 자실체 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산업

화 되어 있는 중요한 동충하초종이다. 이 동충하초의 생산법, 

생산형태 및 약리성, 응용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현재 지구상에는 140,000여 종의 버섯이 존재하며 이중 약 

10% 정도 만 조사 연구 되어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 85개국에

서 먹는 버섯이 1,100~2,500여 종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버섯생

산량은 세계 10위권에 속한다[29, 34, 197]. 한국의 버섯재배는 

1960년대 초에 정부에서 양송이등의 버섯 증산 계획을 세워 

시작되었고 지금은 7000억원~1조원의 생산액에 달하는 농가 

소득 작목이다[199]. 버섯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면역증강 및 항암효능에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기대된다[152]. 우리나라의 동충하초도 처음에 기능

성 버섯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183].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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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산된 C. militaris (그 생산 형태가 대부분 균사체임)는 

동충하초의 원조인 C. sinensis 못지 않게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으며 그 생리 활성을 열거하자면, prosexual, anti-in-

flammatory, anti-oxidant/anti-aging, anti-tumor/anti-can-

cer/anti-leukemic, anti-proliferative, anti-metastatic, immun-

omodulatory, anti-microbial, anti-bacterial, anti-viral, an-

ti-fungal, anti-protozoal, insecticidal, larvicidal, anti-fibrotic, 

steroidogenic, hypoglycaemic, hypolipidaemic, anti-angio-

genic, anti-diabetic, anti-HIV, anti-malarial, anti-fatigue, neu-

ro-protective, liver-protective, reno-protective, pneumo-pro-

tective 등 이다[29].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배지(쌀겨, 밀기울, 톱밥, 현미, 밀알, 다양한 곡물 사용)

로 균사체 형태로 생산된 것이다[29]. 한국의 경우 균사체 형태

도 있지만 인공배지에서 생산된 자실체가  더 많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물론 한국에서 누에라는 살아있는 곤충을 이용하여 

누에번데기동충하초(silkworm militaris dongchunghacho)생

산법도 개발되어 있지만 그 생산의 까다로움 때문에 농가에서

는 생산된 예가 극히 적다[115]. 이제 한국산 인공배지배양 C. 

militarys (CM으로 약칭함)에 대해 생산형태, 개발된 품종, 약

리성 및 그 응용제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품종개발

자생 CM보다 생리활성물질인 cordycepin의 함량이 높은 

“예당”이라는 품종을 2006년 한국에서 개발, 배지 적응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최적 생육 조건은 온도 20~25℃, pH 6~7, 

적정배지는 MCM (mushroom complete medium), 탄소영양

원은 fructose, mannitol, sucrose이고, 질소영양원은 tryptone 

과 peptone이다[96]. 또한 RAPD를 활용한 교잡 계통의 유전

적 변이와 cordycepin 함량을 근거로 한 계통선발(예당 3호)도 

연구되었다[25, 49]. 2013년에도 “도원홍초” 라는 이름으로 농

진청의 승인을 받아 품종으로 등록된 CM에 대해 품종특성을 

분석한 결과 SDAY배지 및 10~25℃ 온도조건에서 균사생장이 

양호하였고, 곤봉형이며 주황색의 자실체, cordycepin 함량 

0.34%, 자좌의 평균 길이 6.1 cm의 특성을 보였다[95]. 또 예당

3호보다 9% 증수되며 자실체의 경도가 우수하고 균사 생장 

적온 22~25℃, 버섯 발생 적온 18~22℃, 접종부터 자실체 형성

까지의 기간 45일의 특성을 보였다[95].

배지, 균사체  자실체 생산

CM의 액체 종균 제조 적합 조건은 맥아추출배지 농도 

0.7%, pH 5~5.5로 조정하였을 때 균사의 건중량은 3.9~4.1 

mg/ml이었고 자실체 발생 최적 환경 조건은 습도 95% R.H., 

온도 17℃, 조도 600 lx, 이산화탄소농도 500 ppm 이었다[201]. 

생리활성물질인 cordycepin 생산증가를 위한 재배 조건도 연

구한 결과 온도 24℃, pH 6.0~10.0, 탄소영양원은 glucose, 질

소 영양원은 tryptone이며 질소원인 tryptone 1% 첨가 시 5일

간의 배양으로 39 mg/l의 cordycepin이 생산되었다[53]. 

Cordycepin 생산효율은 광조건과 관계가 높아 1,000 lx에서 

YM배지에 120시간 배양으로 51.6 mg/l의 높은 생산성을 보였

고 96시간까지는 증가, 그 후는 감소하였다[54]. 광원 중 pink 

light이 cordycepin 생산능을 증가시켰고 생산 목표 물질에 

따라 광원을 선택해야 함도 확인되었다[31]. CM 동충하초 균

사체 성분분석을 행한 바 핵산물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나 아마노산 함유 식품개발에 활용도가 기대된다[88]. OA 

(orotic acid)유발 지방간에 cordycepin 강화(시판의 7배) CM

이 지방간의 정상수준까지의 회복효과가 확인되었고[11] 또한 

cordycepin 강화 CM이 항 혈전 효과가 뛰어나며[3] 간 독성 

개선에도 우수한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1-4]. 수벌번데기

배지로부터 생산된 CM이 혈중 testosterone의 농도를 증가시

킴도 확인되어 생식능력 증가 용도의 제품개발에 응용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40]. CM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APS (acidic 

polysaccharide)가 influenza A virus 감염에 치료 효과가 있음

도 확인되었다[139]. CM자실체의 성분분석도 연구되었는데 

불포화지방산이 총 지방산의 70%에 달하며 cordycepin의 함

량도 0.97%에 달했다[45]. 특이한 것은 균사체의 비타민총량

이 221.23 mg/100 g으로, 자실체의 비타민 총량 13.88 mg/100 

g보다 무려 16배나 많음이 흥미롭다[13]. 인공배지에서의 계대 

배양에 따른 자실체형성이 불안정함이 보고되었고[175], 명확

한 결과는 얻지 못했으나 자실체 형성관련 유전자 찾기 시도

도 행하여져 미확인 6개의 DNA PCR산물이 얻어졌다[202]. 

균사체 배양조건은 배지 MMM (mushroom minimal media), 

pH 6~8, 온도 25℃가 양호하며, cordycepin 생산효율을 높이

려면 온도 24℃, pH 6.0~10.0, YM배지에 탄소원 glucose와 질

소원 tryptone을 각각 1% 첨가 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166]. 

CM추출물의 항균효과는 균주 특이적 경향을 보였다[142].

항암효능

CM으로부터 추출한 다당류의 복수암 및 고형암에 대한 억

제율을 조사한 결과 복수암 20~40% 억제, 고형암 90% 억제효

과를 보였다[6]. 9개의 생약성분 복합물질인 항암단의 구성 성

분 중 동충하초의 항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고[97], 또한 

CM의 열수추출물이 고형암 억제효과가 우수하며 이는 면역

증강효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추론했고 이 효과 역시 cor-

dycepin 단일물질보다 효과가 우수하였다[102]. CM 추출물이 

대조군에 비해 IL-2, IL-12, IFN-γ, TNF-α와 같은 Th1 cytokine

의 분비를 증가 시켰고 IL-4, IL-10과 같은 Th2 cytokine의 분

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NK세포의 세포활성을 

현저히 증가시켜 세포성 면역력 강화에 의한 면역력이 증가되

는 것으로 추찰된다[71]. 또 다른 실험에서도 CM이 대식세포

와 NK세포활성등 면역 조절 능력을 증가시켜 항암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35, 58]. NCl-H460 세포이식 nude 

mouse에 대해 CM 추출물 섭취는 수명 연장 효능, 종양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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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크기 감소 등 항종양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57]. CM

이 면역조절 능력향상으로 인해 항 종양 효능이 있음이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다[18, 35, 58, 101].

항산화  항염증 효과

CM 추출물의 체내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peroxinitrite, NO 

(nitric oxide) 억제 및 염증유전자 COX-2 의 발현억제[23], 균

사체 합성 법제유황의 실험에서의 항산화효능 확인[17], 동충

하초와 부추의 적절한 혼합추출물에서의 항산화 및 항암효능

도 확인되었다[44]. 전자공여능과 아질산염 소거능에서 균사

체가 자실체보다 우수하며 용매 별로는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우수하였다[143]. 또 동충하초 영지 상황 버섯 등

의 버섯 복합물의 항산화 효과가 농도 의존적으로 우수함이 

확인되었다[57]. CCl4 유도 간에서의 동충하초 독성 실험 결과 

동충하초가 직접적인 free radical 의 강한 소거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생체내에서는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동시

에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을 증가시켜 해독을 촉진함으로

서 free radical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간 장해를 해소 가능한 

것으로 추찰된다[127]. CM이 간의 대사효소인 ADH (alcohol 

dehydrogenase), ALDH (acetaldehyde dehydrogenase)의 활

성을 증가시켜 알코올의 분해 대사를 촉진시키고 사염화탄소 

유도 간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우수하였다[55, 110]. 굼뱅이 

유래 CM 추출물도 CCl4 유도 간에서의 간 조직의 보호와 간세

포의 기능유지에 유효함이 확인되었다[56]. CM이 간의 총지

질, 콜레스테롤 농도, 간과 혈청의 중성 지질 농도를 낮추고, 

HDL-콜레스테롤 비율은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지수는 감소시

켰다[27, 89, 90, 114].

항 당뇨 효과

CM이 간세포와 췌장의 β-세포에만 존재하며 간의 당 대사

를 조절하고 췌장에서의 인슐린분비를 조절하는 glukokinase 

활성을 현저히 증가시켜 혈중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

며[75], II형 당뇨병 모델 mouse (db/db mouse)로 실험한 바 

추출물의 농도 존적인 혈당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30]. 

CM 추출물이 당 대사 관련효소인 GCK (glukokinase), PDH 

(pyruvate dehydrogenase), ACC (acetyl CoA carboxylase)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공시한 다른 소재

(자소엽, 단삼, 전칠, 명월초의 물추출물)에 비해 현저히 발현

을 증가시킴으로 혈당 강하 작용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74].

용해 련 효소의 분리, 특성분석  다당체 생산

혈전용해와 관련 피브린 분해 효소들이 CM으로부터 분리

되어 생화학적 특성들이 연구되었다. 분자량 34 kDa의 피브린 

분해효소[20], 고온에서도 안정한 열안정성 피브린 분해효소

[85], 분자량 52 kDa 의 피브린 분해효소들이 CM으로부터 분

리되어 보고되었다[78]. 또한 CM의 균사체 배양으로부터 다

양한 생리활성효과를 지닌 다당체 생산을 위한 배양조건들이 

보고되었다[72, 85, 86, 151]. 

학습 인지 기억 능력 향상 기능

비록 농도 의존적이지만 건강한 쥐와 허혈성 뇌졸중 쥐의 

학습과 기억향상에 CM의 생리활성물질인 cordycepin이 영향

한다는 매우 재미있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10].

CM균사체배양에 의한 유기게르마늄의 생산

세포내 산소 공급 증진, 혈액의 정화, 체내 중금속의 배출, 

NK세포와 대식세포활성화, 인터페론 분비 유도, T임파구의 

생산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기게르마늄의 생산이 CM 

동충하초 균사체 배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84]. 이와 같은 결

과는 무기 게르마늄의 배지 첨가 배양에 의해 가능하며 기능

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및 관련의약품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으리라 추찰된다[84]. 

Cordycepin의 생물농약으로서의 가능성

CM의 자실체의 methanol 추출물이 해충인 배추좀나방

(Plutella xylostella)의 유충을 치사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 밝혀졌다[77]. 치사 주성분이 바로 cordycepin이라는 것이

다. 작용기작도 흥미롭다. Cordycepin이 해충 피부의 chitin 

합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충의 위에 독성을 가함으로 

치사시킨다는 점이다[77]. 이의 생물농약으로서의 응용은 추

후 세밀한 연구추진에 의해 달성 가능한 것으로 추찰된다. 

CM 추출물에 의한 멜라닌 생합성 유 자 제어 가능성 

검은 피부로의 변화에 관련성이 큰 멜라닌 생합성과 관련된 

수종의 효소 중 특히 티로시나제(tyrosinase)효소는 멜라닌 색

소 생합성의 초기 반응 조절 주 효소이다. CM추출물이 티로시

나제 프로모터가 삽입되어 형질전환된 B16 mouse melanoma 

cell의 해당 프로모터의 발현유무 및 세포독성에 미치는 여향

을 실험한 바, 눈꽃동충하초,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복령, 상

황, 영지 등 공시 5종의 버섯추출물 모두 티로시나제 프로모터

의 발현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이들 중 가장 우수한 것은 눈꽃 

동충하초와 상황버섯이었다[16]. CM은 중 정도의 프로모터 

억제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억제효과는 세포독성과 깊은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16].  

동충하 의 원조인 C. sinensis에 한 소고

동충하초라 하면 Cordyceps sinensis 를 떠올리는데 이 동충

하초는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의약품과 거의 동일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생되지 않고 산업화도 미약하지만 중

국과 해외의 과학자들은 이 동충하초에 대한 흥미가 높다.수 

많은 연구논문이 있고 review도 많으니 참고 바란다[7, 8, 12, 

14, 15, 24, 39, 48, 52, 66, 67, 83, 92, 98, 107, 121, 13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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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62, 167, 173, 177, 178, 180, 188, 194, 200, 207, 208, 

210-212]. 

붉은자루 동충하 (C. pruinosa)의 생산형태  약리성

우리나라에서 누에눈꽃동충하초(P. tenuipes), 밀리타리스

동충하초(C. militaris) 다음으로 연구가 진척된 동충하초는 붉

은자루 동충하초(C. pruinosa)로 보인다.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배양조건은 균주에 따라 상당히 달라 균주 특이적 배양조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36, 79, 171]. 적합배지는 균주에 따라 

다르나 고체배지로는 PDA 및 MMMA (mushroom minimal 

medium agar),액체배지는 SDYM (Sabourand’s dextrose 

yeast extract medium)로 보이며 pH 범위는 다소 넓은 pH 

4.0~9.5이다[79, 171]. 붉은자루 누에동충하초생산을 위한 자

실체발생온도는 21~25℃, 습도 91% R.H. 이상, 광 1,500 lx 이

상에서 양호하며 누에 접종시기는 5령 유충보다는 번데기 시

기가 좋고 이때의 접종방법은 포자액의 분무가 아닌 주사 접

종법이 매우 좋았다[42]. 염증성 장염(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은 장의 면역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 

nuclear transcription factor kappa B (NF-kB)의 활성증가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전사인자의 활성을 억제하여 면역기능

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붉은자루 동충하초이다

[28, 81]. 또한 붉은자루 동충하초의 부탄올 추출물이 자궁경부

암 세포주의 세포사 촉진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70, 

158]. 이와 같이 붉은자루 동충하초의 항암효과가 보다 광범위

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것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고 붉은자루 누에동충하초 생산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함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붉은자루 동충하초의 압출성형에 의한 

용해도 증대가 가능하고 압출성형 미 분쇄시료가 건조 미 분

쇄시료보다 산화억제력도 우수함이 인정되어 추가적 보완 실

험으로 더 좋은 재료로의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8]. 

기타 연구 보고된 동충하

매미동충하초(Paecilomyces sinclairii)는 신장에의 독성이 있

음이 보고되었고[19, 50, 51, 68], 노린재동충하초(Cordyceps 

nutan)의 배양조건과 독성 및 항산화능에 대해[109], 벌동충하

초(Cordyceps sphecocephala)의 다당단백 복합체 생산에 대해

[138],기타 Cordyceps hepialidicola [124], Cordyceps gunnii 의 신

변종과 무성세대에 대하여[122], Paecilomyces fumosoroseus 

[32], Metacordyceps chlamydosporia [73] 등에 대해서도  연구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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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국에서 개발된 곤충유래 약용버섯인 에동충하 의 생산기술개발  약리학  특성  

이상몽1*․김용균1․박 철1․김근기1․손홍주1․홍창오1․박남숙2

(1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환경화학과, 2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산업융합연구원)

동충하초(Cordyceps)는 B.C. 2,00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잘 알려진 전통

적인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곤충기생 곰팡이균으로서 원조 동충하초로 불리는 Cordyceps속에 속

하는 Cordyceps sinensis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곰팡이균에 특정적인 기주 

곤충인 박쥐나방(Hepialus armonicanus)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한

국형의 동충하초, 즉 Paecilomyces tenuipes 동충하초균에 대한 곤충생체배지로서 누에(Silkworm, Bombyx mori)를 

기주곤충으로 사용하는 누에동충하초의 인공적인 생산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총설은 

누에동충하초를 개발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생산방법 및 약리학적 효능과, 비곤충유래 동충하초인 인공배지 배양 

동충하초(밀리타리스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붉은자루동충하초: Cordyceps pruinosa 등)의 배양조건과 동충하

초 품종육성, 배지배양조건, 동충하초의 식품에의 응용 가능성, 화학적 구성성분 및 약리적 효능 등에 대해 고찰하

였다. 곤충유래의 누에동충하초 및 비곤충유래동충하초균사체 및 자실체동충하초의 주요 약리작용은 항종양, 면

역증강, 항피로, 항스트레스, 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항염증, 항혈전, 항지질 및 해충방제 효능으로 요약된다. 동

충하초의 주요 생리활성물질들은 단백다당체(헥소스, 헥소사민), 코디세핀, 만니톨, 산성다당체 등이다. 단백다당

체와 부타놀 추출물은 매우 강한 항종양 효과를 보이나 세포독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만니톨은 종양유발쥐의 수

명을 유의성 있게 연장하였다. 에르고스테롤은 항종양 활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왕성한 식세포활성을 보였다. 따라

서 우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에동충하초의 항종양 활성은 세포독성효과보다는 면역력증강효과에 기인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