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충하초는 자낭균아문(Ascomycotina), 핵균강

(Pyrenomycetes), 맥각균목 (Clavicipitales), 맥각균과

(Clavicipitaceae)에속하는버섯으로Cordyceps속과불완전

균류의 Paecilomyces속, Podonectria속 , Torrubiella속,

Beauveria속등이있다(Alexpoulos, 1996).

동충하초는 곤충의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침입하여 체

내에내생균핵을형성한후체외로자실체(자좌)를형성하

는 곤충기생성균(Entomopathogenic fungi)으로 전세계

적으로 300여종이 분포하며, 국내에는 약 70여종이 자생

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Kobayasi, 1940; 성등, 1998).  

동충하초는 원래 중국의 티벳 등 히말라야의 해발 3,000

∼5,000 m의 고산지대에서 인시목 박쥐나방(Endoclyta
excres Butler; Hepialidae armoricanus)의 편복아 유충

에서 발생하는 Cordyceps sinensis (Bereley) Sacc.를지

칭하 으나, 최근에는 곤충뿐만 아니라 거미, 균류 등에서

발생하는 자실체를 총칭한다(조등, 1999). 동충하초는 형

태적 특성 때문에 서양에서는 "Chinese plant worm"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불로장생, 강정, 강장 등의 비약으로

이용되었으며, 본초종신에는 산장과 폐 질환, 본초강목에

는 허약체질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

이 기재되어 있는 가장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버섯

중하나이다. 

동충하초는 종에 따라 약리효능이 매우 다양하여 중국의

C. sinensis는 면역증강 및 부신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이

있으며 (Wang 등, 1998), C. militaris의 생리활성물질인

Cordycepin은 항세균, 항암효과(Cordycepin이 암세포의

RNA와 DNA의 adenine에 치환됨)가 있으며(Cory 등,

1965: Kuo 등, 1994), C. cicadae에서 항종양 물질인

Galactomannan이 보고되었다 (Huang 등, 1997), 눈꽃동

충하초(Paecilomyces tenuipes)의 약리효과는 혈당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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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면역기능 촉진효과, 항피로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조등, 1999: 심등, 2000). 

동충하초는이와같은우수한약리효능이밝혀짐에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연산 동충하초는 수량이 제한

되어있고또한대량수집점차어려워짐에따라안정적인

공 자실체 형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Pettit(1895)

는 감자배지에서 최초로 번데기동충하초(C. militaris)의

자좌를 형성시켰으며, Yakusiji와 Kumazawa는 곡류(쌀)

배지에서 (Kobayasi, 1940), Shanor(1936)는 나방 번데

기에서 번데기동충하초의 자낭각 형성을 유도하 다. 또

한 Kobayashi(1940)는 곡류배지에서 불완전균류인 I.

japonica의 완전세대 C. takaomontana 발생에 성공하

다. Agudelo 등(1983)은 P. farinosa를 이화명나방 유충,

번데기, 성충에 포자 접종 또는 액체종균을 이용하여 경구

접종을 시도하 으며, Harada 등(1995)은 C. militaris 균

을 Mamestra brassicae의 번데기에 접종하여 자실체 형

성을 유도하 다. 국내에서는 곡물과 번데기배지를 이용

하여 C. militaris와 Isaria japonica 의 자실체를 형성시켰

으며(Sung 등, 2002; Ban 등, 1998), 조 등(1999)은 살

아 있는 가잠 누에에 눈꽃동충하초(P. tenuipes) 균을 접

종하여인공재배에성공하 다. 

동충하초는 이와 같이 암 억제, 면역성 회복, 항균작용 등

약리효과가 높은 부가가치 버섯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공

재배가 가능하거나 기능성이 규명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된종은몇종에불과하다.  

동충하초의일종인붉은자루동충하초(Cordyceps pruinosa

Petch)는 처음에는 번데기동충하초(C. militaris)로 분류

되었으나(Berkeley and Broome, 1873), Petch(1924)에

의해 자낭각, 자낭과, 자낭포자 등에서 번데기동충하초와

다른 점이 발견되어 Cordyceps pruinosa Petch로 명명되

었으며, Kobayasi(1940)에 의해 붉은자루동충하초(C.

pruinosa)의분류체계가확립되었다.

Furuya 등(1983)은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배양균사체에

서 Ca2+ 길항작용과 근육수축 기능이 있는 HEA (N6-(2-

hydroxyethyl)-adenosine)를추출한바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가 가치가 높은 붉은자루동충하

초의안정적대량생산기틀을마련하고자수행하 다.  

균균주주 : 본 시험에 이용한 붉은자루동충하초(Cordyceps

pruinosa)는 2002년 전북 지리산에서 채집하 으며, 균

분리는 자실체를 2∼3% Sodium hypochloride로 소독한

다음 페트리디쉬 뚜껑 내측에 멸균 테이프로 부착시켜

water agar에 낙하된 자낭포자를 분리하여 감자한천배지

(potato dextrose agar;PDA)에이식하 다.   

종종균균제제조조

분분생생포포자자 : 분생포자를생산하기위한현미배지는500㎖

△flask에 현미 150g, 누에 번데기가루 15g, Dextrose

15g, 증류수70㎖을넣고121℃에서40분간살균한후액체

접종원을 5㎖씩 접종하 다. 접종이 완료된 배지는 25℃

의 incubator에서 20일간 배양하면서 균이 뭉치는 것을 방

지하고 균일하게 생장하도록 3∼4일 간격으로 흔들기 작

업을 하여 분생포자를 형성시켰다. 배양이 완료된 현미배

지는 Tween 20(Polyoxyethlene sorbitan monolaurate,

0,1g/ 00ml)을 첨가한 증류수를 가하여 분생포자를 수확

하 다. 수확한 분생포자는 혈구계수기 (hemacytometer)

로 측정하여 1×108conidia/㎖농도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

석하여조절하여접종종균으로사용하 다.

액액체체종종균균 : 접종용 액체종균 제조방법은 PDB 배지를

250㎖ △flask에 50㎖씩 분주하고 121℃에서 20분간 멸

균한 다음 액체 접종원을 2㎖씩 접종하 다. 접종된 액체

종균은 온도 25℃에서 14일간 정치 배양한 후 호모게나이

저(Nissei AM-12)로 12,000rpm에서 30초간 마쇄하여

균질화한다음액체종균으로이용하 다.

접접종종방방법법

분분무무접접종종 : 시험에공시한누에는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

술원에서 분양받은 누에씨를 항온 항습실에서 최청하여

사육하 다 (표 1). 3령, 4령, 5령 누에 기잠시 1×

108conidia/㎖ 농도로 조절한 분생포자 현탁액을 12시간

간격으로 3회 분무 접종한 후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고온

다습한 조건(28℃·95%)에서 24시간 유지한 다음 급상

하고 표준누에사육법에 따라 사육하 다. 상족 1주 후 고

치를 수견하여 20∼25℃ 온도에서 1주간 고치를 보호한

다음절견하여감염률을조사하 다.  

주주사사접접종종 : 접종용번데기는누에를표준누에사육법에 따

라 사육한 후 고치를 수견하여 보호한 다음 절견하여 번데

기를 수확한 후 75% 에탄올에서 약 3~5분간 침지하여 표

면 소독한 다음 크린벤치에서 건조시켰다. 접종방법은 균

질화한 액체종균 0.2㎖을 번데기 마디에 표면 주사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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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silkworm

rearing

Instar Temperature(℃) Humidity(%)

1st 29 ∼ 30 90

2nd 27 ∼ 28 90

3rd 25 ∼ 26 85

4th 23 ∼ 24 75 ∼ 85

5th 22 ∼ 23 65 ∼ 75



며, 접종한 번데기는 감염률을 높이기 위하여 24℃, 90%

R.H.에서 1주간보호한후감염률을조사하 다.

도도말말접접종종 : 붓을 이용하여 액체종균을 누에 3령부터 5령

까지 매일 3회씩 몸 표면에 칠하여 감염을 유도하 다. 누

에를 표준누에사육법에 따라 사육한 후 고치를 수견하여

보호한다음절견하여감염률을조사하 다.  

침침지지접접종종 : 침지접종용 액체종균은PDB 배지를 1ℓ배양

병에 500㎖ 분주하고 121℃에서 45분간 멸균한 다음 접

종원을 10㎖ 접종하고 온도 25℃에서 14일간 통기 배양

하 다. 표면 소독한 번데기를 배양이 완료된 액체종균에

3~5분간 침지 접종한 다음 온도 25℃에서 14일간 번데기

를보호한후감염률을조사하 다.

자자실실체체 발발생생

감염된 번데기는 각각 16∼20℃, 21∼25℃, 26∼30℃

의 온도로 조절된 생육실에서 배양하면서 자실체 발생

최적 온도를 선발하 으며, 자실체 발생 최적습도는

배양실을 자실체 생육 최적온도로 유지하면서 배양실의

습도를 81∼90%, 91∼100%로 조절하여 자실체 발생

을 유도하 다, 또한 광이 자실체 발생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생육실을 무광, 500~1000lx, 1000~

1500lx, 1500~2000lx로 조절하여 자실체 생육을 조사

하 다.

탄탄수수화화물물

탄수화물은 자실체를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한 건조시료

1g에 85% ethanol 10㎖을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추출

한 다음 원심분리(3,000rpm, 10 min.)하여 얻은 상등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분석은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검출기는RI-410(refractive

index), 컬럼은 high performance carbohydrate

column(4.6×250㎜, Waters Co.)을 사용하 으며, 용매

는 75% acetonitrile을 사용하여 유속을 1 ㎖/min로 하

다. 유리당은 Millenium 2010 program (Waters Co.)을

이용하여측정하 다. 

단단백백질질

건조시료 0.1g을 6N HCl로 105℃에서 24시간동안 완

전 가수분해한 후 농축하여 20mM HCl로 일정 농도로 조

정한 다음 AccQ-Tag system (Waters Co.)을 이용하여

형광 유도체화 시켰다. 분석은 HPLC(Waters Co.), 검출

기는 Waters 형광검출기 474, 컬럼은 Waters AccQ-

Tag column(3.9×150 ㎜, Waters Co.)을 사용하 다. 아

미노산은 Millenium 2010 program (Waters Co.)을 이용

retention time을 측정하여 표준물질의 값과 비교하여 계

산하 다. 

지지방방산산

지방성분중함유된지방산성분을조사하기위하여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법(Modified Folch method)과

유도체화(Methylation : BF3-methanol) 방법을 사용하여

gas chromatography(GC)로 측정하 다. GC 조건은 1)

column은 supelco sp-2560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100m, 0.25mm ID., 0.20 m film을 사용하 으며,

2) 분석 조건은 detector : FID,  injection volume : 1㎕,

carrier gas : He, detector temp. : 260℃, injector temp

: 260℃, oven temp : initial temp. 140℃ for 5min., 140℃

to 240℃ at 4℃/min, final temp. 240℃ for 15min., split

: 100:1, flow rate : 20cm/sec 으로 조정하여 분석하 다.

유리지방산의 정량은 표준물질로 SP-37 component

FAME Mix (Supelco Co.)를 사용하여 각각의 화합물에

대한 검량곡선을 도시한 다음 retention time을 측정하여

표준물질의값과비교하여계산하 다.

유유기기산산

건조 시료 1 g을 80% methanol 10 ㎖에 추출하여 농축

한 뒤 동량이 되도록 물에 현탁하 다. 추출액 1 ㎖을

Amberlite IRC-50 (Sigma Co.)이 든 유리컬럼에 적정하

고 동량의 물로 세척한 후 동량의 0.1 N HCL로 유출하여

동결시킨 다음 speed vac.으로 농축하고 0.1% 인산용액

0.1 ㎖에 녹여서 -20℃에 보관하 다. 표준품으로는

oxalic acid(1 ㎎), citric acid(5 ㎎), tartaric acid(5 ㎎),

malic acid(5 ㎎), succinic acid(5 ㎎), formic acid(5 ㎎),

acetic acid(20 ㎎)를 0.1% 인산용액 950 ㎕에 녹인 다음

fumalic acid(5 ㎎/㎖)를 50 ㎕ 첨가하여 조제한 후 위의

용액을 1, 1/2, 1/4, 1/10 배로희석하여사용하 다.

분석은 HPLC(Waters Co.), 컬럼은 Supelcogel TM C-

610 H column(7.8×300 ㎜)을 사용하 다. 용매는 0.1%

인산용액을 사용하여 유속은 0.5 ㎖/min로 하 으며, UV

210 ㎚(Waters Model 486)에서측정하 다.

누누에에 감감염염

분생포자 농도를 1×108conidia/㎖ 로 조절한 현탁액을

각각 3령, 4령, 5령 기잠 누에에 12시간 간격으로 3회 분

무 접종한 다음 상족 2주 후에 절견하여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감염률은 22~25% 으며, 누에 4령

기잠 분무 접종시 25%로 가장 높았으며, 3령과 5령 접종

시에는 22~23% 다. 하(2005)등이 눈꽃동충하초

(Paecilomyces tenuipes)의 5령 누에 기잠 3회 분무 접종

시 감염률을 88~92%로 보고한 바에 비하면, 붉은자루동

충하초의감염률 23%는매우저조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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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데데기기 감감염염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접종 시기를 관행인 5령 기잠 누에

대신에 누에 꼬치를 절견한 번데기에 분무감염, 주사감염,

도말감염, 침지감염 등으로 접종하여 감염률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분무접종법, 도말감염법, 침지감염

법 등의 감염률은 2~5% 으나, 주사접종법의 감염률은

95%로 매우 높았다. 이 결과는 기존의 눈꽃동충하초 5령

기잠누에분무접종법보다도양호한결과이다.

자자실실체체 발발생생

붉은자루동충하초에 감염된 번데기를 습도 80∼90%,

90∼100%, 온도 16∼20℃, 21∼25℃, 26∼30℃로 조절

된 발이실에서 배양하여 자실체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다. 습도 90% 미만에서 자실체 발생률

은 55~70% 이었으나, 온도 16∼25℃, 습도 91% 이상의

조건에서는 83~85%로매우높았다. 

또한 광과 자실체 생육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서와 같이 1500lx 이상의 광 조건에서 자실체 생육이

양호하 다. 감염된 번데기 100 마리를 발생 처리한 결과

자실체 길이가 3㎝ 이상 자란 비율이 500~1000 lx 광조

건에서는 10% 으나, 1500~2000 lx 조건에서는 60%를

차지하 다. 따라서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자실체 발생 최

적 조건은 온도 21∼25℃, 습도 91% 이상, 광 1500 lx 이

상으로생각된다(Fig. 1).  

탄탄수수화화물물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유리당 함량은 Glucose가 7.9 ㎎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Sucrose 이었으며 Glycerol과

Mannitol은 미량 검출되었다(Table 6). 번데기동충하초

한국버섯학회지 3(4) 2005136

Table 2. Infection rate of the silkworm by spraying

inoculation 

Instar
No. of

silkworm

No. of
unhealthy
silkworm

No. of
sclerosis

Infection
rate(%)

3 100 3 21 22

4 100 5 24 25

5 100 10 21 23

Table 3. Infection rate of the silkworm pupae by various

inoculation method

Inoculation
Method

No. of
pupae

No. of
sclerosis

others
Infection
rate(%)

Spraying 100 5 2 5

Injection 100 95 1 95

Smearing 100 2 1 2

Dipping 100 2 1 2

Table 4. Fruiting body formation after inoculation with C.

pruinosa

Rate of fruiting body formation (%)

Humidity(%)

81~90 91~100

Temperature(℃)

16∼20℃ 21∼25℃ 26∼30℃ 16∼20℃ 21∼25℃ 26∼30℃

65 70 55 83 85 65

Early stage                                                                    Fruiting bodies

Fig. 1. Fruiting body formation from silkworm pupae infected with C. pruinosa

Table 5. Degree of Fruiting body formation after inoculation

Light(lx)
Fruiting length(㎝)

1 below 1~3 3 over

500~1000 50 40 10

1000~1500 20 40 40

1500~2000 10 30 60

Non-light 75 10 5

*A hundred of pupae were used for fruiting body formation.



(C. militaris)에서는 Mannitol, 눈꽃동충하초에서는

Mannitol과 Glycerol 함량이많았다.

단단백백질질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누에 자실체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총 함량은 34.6  mole/g이며, 16종의 구성 아미노산 분포

비율은 Arginine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Phenylalanine(11.0%)＞Tyrosine(9.5%)＞

Threonine(7.7%)순이었으며, Lysine이 3.4%로 가장 낮

게 분포하 다(Table 7). 한편, 현미 배지와 번데기 배지

의 자실체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 조성은 Arginine,

Proline, Phenylalanine, Glutamic acid가 많았으며,

Lysine과Methionine은적었다. 

누에 자실체에서 산성아미노산인 Aspartic acid의 분포

비율은 전체 아미노산의 약 4.5%, 히드록시(수산기)아미

노산인 Serine은 5.8%를 차지하 으며, 인체에서 합성이

되지않는필수아미노산인Threonine은7.7% 존재하 다.

염기성아미노산인 Arginine의 함량은 누에 자실체

15.6%, 현미 자실체 10.0%, 번데기 자실체 10.9%로 16

종의 구성 아미노산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체에

서 생합성이 되지 않는 필수아미노산인 Lysine은

0.94~1.16 μmole/g 존재하 다. 

황 함유 필수아미노산인 Methionine의 함량은

0.87~1.25 μmole/g 으로 분석아미노산중 구성비율

(2.6~3.6%)이가장낮았다. 

중성아미노산인 Glycine의 함량은 1.39~2.04 μmole/g

으로 전체아미노산중 4.0~5.8%의 구성비를 차지하 다.

한편,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필수아미노산인 Valine,

Leucine, Isoleucine의 누에 자실체 함량은 각각 1.45

μmole/g, 1.76 μmole/g, 2.13 μmole/g 이었다. 

방향족아미노산인 Tyrosine의 함량은 누에 자실체

9.5%, 현미 자실체 4.7%, 번데기 자실체 3.8%의 구성비

율을나타냈다. 

Proline은알콜에 녹는유일한 아미노산으로 현미 자실체

와 번데기 자실체의 함량은 각각 3.72 μmole/g,

3.50 μmole/g 으로 9.8~10.4% 의 구성비율을 차지하

며, 분석아미노산중 Arginine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분

포하 다.

지지방방산산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유리 지방산 조성은 누에 자실체에

서는 Oleic acid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Linolenic

acid, Palmitic acid 순이었다. 현미 배지와 번데기 배지 자

실체의 유리 지방산은 Linolenic acid 함량이 많았으며, 다

음으로Oleic acid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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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rbohydrate composition of the fruiting body in C. pruinosa

Species
Values (㎎/g dry weight )

Glycerol Glucose Mannitol Sucrose

C. pruinosa Tr 7.90±0.53 Tr 0.71±0.07

C. militaris 3.20±0.45 8.72±1.18 13.23±1.53 3.64±0.67

P. tenuipes 3.69±1.12 9.08±0.28 8.51±0.85 2.06±0.53

*Tr, trace ( 0.05%)

Table 7. Amino acid composition of the fruiting body in C.

pruinosa

Amino acid

Content of amino acids (μmole/g dry weight)

Medium

Silkworm Pupae Rice

Aspartic acid 1.55 2.12 2.53

Serine 2.00 2.65 2.74

Glutamic acid 2.16 3.32 3.12

Glycine 1.39 1.95 2.04

Histidine 1.93 1.66 1.78

Arginine 5.40 3.69 3.80

Threonine 2.66 2.86 3.17

Alanine 1.18 1.61 1.66

Proline 2.00 3.50 3.72

Tyrosine 3.30 1.29 1.79

Valine 1.45 1.76 2.13

Methionine 1.25 0.87 1.10

Lysine 1.16 0.94 1.13

Isoleucine 1.40 1.27 1.57

Leucine 1.95 1.94 2.69

Phenylalanine 3.82 2.37 3.18

*ASP.; Aspartic acid, SER.; Serine, GLU.; Glutamic acid,
GLY.; Glycine, HIS.; Histidine,  ARG.; Arginine, THR.;
Threonine, ALA.;  Alanine, PRO.; Proline, TYR.;  Tyrosine,
VAL.; Valine, MET.; Methionine, LYS.; Lysine, ILE.;
Isoleucine, LEU.;Leucine, PHE.; Phenylalanine.



유유기기산산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유기산 조성은 누에 자실체에는

Citric acid가 가장 많았으며, Malic acid와 Propionic acid

는 미량 존재하 다. 번데기 배지 자실체의 유기산은

Acetic acid가 가장 많았으며, Propionic acid는 미량 존재

하 고, 현미 배지에서는 Acetic acid와 Succinic acid가

많았으며, Fumaric acid와 Pyroglutamic acid는 미량 존

재하 다(Table 9).

경제적 부가 가치가 높은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안정적 대

량생산 기틀을 마련하고자 자실체 증식 특성 및 자실체 성

분분석을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붉은자루동충하초의 감염률은 관행인 누에 5령 기잠시

분무 접종하는 방법보다 번데기 시기에 주사접종 하는

방법이높았다. 

2.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자실체 발생은 온도 21∼25℃, 습

도 91% 이상, 광 1500 lx 이상에서양호하 다.  

3. 붉은자루동충하초의 유리당 함량은 Glucose가 7.9 ㎎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Sucrose 이었으며 Glycerol

과Mannitol은미량검출되었다

4.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누에 자실체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총 함량은 34.6 μmole/g이며, 16종의 구성 아미노산중

Arginine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Lysine이 3.4%

로가장낮게분포하 다.

5.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누에 자실체 유리 지방산 조성은

Oleic acid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Palmitoeic acid는 소

량함유되어있었다.

6. 붉은자루동충하초의 누에 자실체 유기산 조성은 Citric

acid가 가장 많았으며, Malic acid와 Propionic acid는

미량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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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 fruiting body in C.

pruinosa

Fatty acid

% of total FA content 

Medium

Silkworm Pupae Rice

Palmitic (C16:0) 16.90 10.61 9.74

Palmitoeic (C16:1) 1.19 3.10 0.21

Stearic (C18:0) 3.95 2.90 0.10

Oleic (C18:1) 34.29 28.18 29.60

Linoleic (C18:2) 19.20 52.41 47.08

Linolenic (C18:3) 23.78 1.44 10.86

C16:0 Palmitic Acid Methly Ester,
C16:1 Palmitoeic Acid Methly Ester,
C18:0 Stearic Acid Methly Ester, 
C18:1 Oleic Acid Methly Ester,
C18:2 Linoleic Acid Methly Ester, 
C18:3 Linolenic Acid Methly Ester.

Table 9. Organic acid composition of the fruiting body in C.

pruinosa

Acid

Values ( ㎎/100g dry weight )

Medium

Silkworm Pupae Rice 

Oxalic 8 12 11

Citric 41 26 95

Malic Tr 4 3

Lactic 7 8 Tr

Succinic 15 4 138

Acetic 10 75 146

Fumaric 1 11 1

Pyroglutamic 4 2 Tr

Propionic Tr Tr 4

*Tr, trac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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