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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충하초는 자낭균문(Ascomycota) ,  핵균강

(Pyrenomycetes), 맥각균목(Clavicipitales), 맥각균과

(Clavicipitaceae), 동충하초속(Cordyceps)에 속하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는 100속 750종이 알려

져 있다. 동충하초균의 생활사는 곤충의 유충, 번데기, 성충

의 전 생육단계에 걸쳐 침입하여 기주의 표면에 분생포자를 

형성하거나 충체 내에 내생균핵, 후막포자 등으로 월동하며 

적합한 환경조건에서 자실체(버섯)를 형성하여 포자를 비

산한다. 번데기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는 주로 나비

목(Lepidoptera)의 유충 또는 번데기를 기주로 하여 주황색

의 곤봉형 자좌를 형성하는 곤충기생균(Entomopathogenic 

fungi)의 일종이며, 자낭각은 반나생형이며 원통형의 자낭내

에는 사상의 자낭포자들이 존재한다. 번데기동충하초는 액

체접종원과 현미 또는 번데기를 이용하여 생산되어지고 있

으나 균관리의 소홀과 계대배양에 따른 세력약화로 종균의 

균일성과 영속형질이 소실되어 자실체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Choi et al., 1999).

 동충하초의 효능으로는 항세균, 항진균, 항암제, 면역기능

의 증강제, 마약중독의 해독제 등의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알

려져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동충하초를 이용한 건강보조

식품  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Hamada, 1991). 그러

나 자연계에서 동충하초는 채집이 어렵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채집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채집된 동충하초를 이용

한 제품의 개발과 유용 약리 성분의 분석, 의약용 소재로써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Sung, 1996). 

 번데기동충하초에서는 Cordycepin의 항세균 및 항진균 

효과, 항암효과와 N6-(2-Hydroxyethyl)adenosine의 Ca2+ 

길항작용과 근육수축 작용의 효과 등 유용약리효과가 확인

되었다(Furuya et al 1983).

 번데기동충하초의 인공배양법과 우수균주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단포자를 이용한 Mating 단계 수준이며(Jeong et al 

2007; Sung et al 1999; Sung et al 2002; Sung et al 2006). 

번데기동충하초의 생리활성물질인 Cordycepin의 함량이 높

은 번데기동충하초의 개발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동충하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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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gle ascospores was isolated in Yesan-gun, Chungnam in 2006 with  Cordyceps militari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lect the superior isolates which produce more fruiting body and contain more 
cordycepin contents. Five single ascospore isolates were cultured on brown rice pupae medium and they formed 
fruiting bodies. To select better isolates, each isolates was hybridized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cordycepin 
contents were investigated. After biological efficiency and codycepin contents were examined, finally C0601S05 
was selected. Top-cross test of isolate C0601S05 was carried with 29 single ascospores. From this test, isolate 
C0601S05×C0601S33 and isolate C0601S05×C0601S43 containing highest cordycepin contents were selected. 
Codycepin contents of C0601S05 was 246mg% and those of C0601S05×C0601S33 and C0601S05×C0601S43 
were 325mg% and 280mg%, respectively.  C0601S05×C0601S33 was registered as Yedang 3 at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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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각 조합의 자실체의 특성과 생물학적 효율을 비교 조사하

였다. 또한 자실체 형성이 우수한 조합을 선발하여 코디세핀 

함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공시균주 

2006년도에 충남 예산에서 번데기동충하초를 채집하였으

며(Fig 1) 44개의 단포자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포자중 5

균주를 선발하여 단포자 또는 mating하여 인공자실체를 형

성을 유도한 후, 자실체형성이 우수한 조합과 코디세핀 함량

이 높은 C06S05균주를 선발하였다(Fig 2). 06S01균주는 

자실체형성기간이 빠른 편이나 자실체가 균일하지 못하였고 

06S02균주는 자실체의 형성이 느렸지만 자실체가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실체의 속은 차 있는 형태이

다. 06S03균주는 06S02균주보다도 자실체 형성이 늦고 불

균일하면서 자실체의 머리부분 끝에 흰색의 균사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불균일하였다. 06S04균주는 자실체를 형성하

지 못하였다. 06S05균주는 균일하고 발이수도 많으며 자실

체의 속이 차있는 형태를 나타냈었다(Table 1, Fig 2).

연구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본 시험에 공시한 균주는 2006년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에서 채집한 번데기동충하초에서 분리된 단포자를 사

용하였으며 단포자 분리 방법으로는 WA(water agar)배지

가 분주된 pertidish에 자낭포자를 낙하하여 24℃ incubator

에 2일간 발아시킨 후 분리하였다.

분리된 각각의 단포자는 YMA(yeast malt agar)배지에 접

종하여 24℃ incubator에 10일간 배양한 후 접종원으로 사용

하였다.

자실체 형성방법으로는 1100cc 배양병에 현미 80g과 증

류수 100㎖, 번데기 20g을 첨가한 후 30분간 고압 멸균하여 

각각의 단포자와 조합을 액체 접종하여 60일간 배양하여 인

공자실체를 형성하였다.

코디세핀 정량분석

코디세핀 함량 조사방법으로는 nano space SI-

1(SHISEIDO, JAPAN), culumn은 Water HPLC culumns 

C-18을 사용하였으며 25℃로 유지하면서 20nM-KH2PO4

유출용매를 1.0㎕/min로 흘려보냈으며 UV검출기로 254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단포자 교배 및 자실체 특성검정

우수 단포자 선발와 교배조합을 선발하기 위해 C06S01부

터 C06S05까지 5균주에 대하여 각각 멸균된 현미배지에 액

체 배양된 단포자 및 조합균주를 20㎖씩 접종하여 20±2℃

의 배양실에서 60일간 배양한 후 자실체 형성을 유도하여 조

합성능이 우수한 균주를 선발하였다.

Top-cross test

선발된 C06S05균주에서 29개의 단포자를 top-cross 

test로 교배 한 후 1100cc 배양병에서 인공자실체를 형성시

Table 1. Fruiting body formation of single ascospores 

CNa LSb TSc WFd WDe NSf FPg Cordycepin(mg%) select

06S01 11.2 2.5 30.7  5.4 65 o 172h 326i

06S02  6.5 2.3 29.8  5.8 85 x 216  224

06S03  3.5 1.5  8.3  1.7 40 x 139  256

06S04   -  -  -   -  - -  -   267

06S05  7.5 1.5 35.0  7.5 122 x 246  319 ○

 aCN, Combination number. bLS, Length of stroma(㎜). cTS, Thickness of stroma(㎜).

 dWF, Weight of fresh stroma(g/bottle). eWD, Weight of dried stroma(g/bottle)

 fNS, Number of stroma gFP, Formation of perithecia. h, Dried stromata.

 i, Brown rice pupae medium

Fig. 1.  The collected specimen of C. militaris from Chungnam 

pri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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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S04xC06S05조합은 자실체의 발생이 매우 늦은 편이었

다(Table 2,  Fig 3).

Top-cross test

단포자 교배 및 자실체 특성검정시험에서 선발된 C06S05

균주에 C06S06균주부터 C06S44균주까지의 단포자를 

YMB(yeast malt broth)배지에 4일간 배양하여 톱교잡검정

법(top-cross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실체 형성이 균일하고 

성장이 우수한 7조합이 선발되었다(Table 3).

단포자인 C06S05균주의 Cordycepin함량은 246㎎%이었

고 C06S05×C06S33균주는 325㎎%와 C06S05×C06S43

균주는 280㎎%로 조사되었다(Table 3, Fig 4).

적   요

기존의 번데기동충하초의 자실체 생산은 자연계에서 채집

된 버섯의 조직을 분리하거나 다중의 포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 대표적이었으나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단포자를 선발한 

후 교배조합에 의한 F1균주를 이용한 배양이 안정적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단포자 교배 및 자실체 특성검정

단포자간의 조합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실체 형성을 

유도하여 조사한 결과,  06S01xC06S02조합은 숙기가 빠르

고 자실체의 길이도 긴 편이다. 자실체의 발이수가 중간 정

도이며 자실체의 발생이 균일하지 못하고 2차 자실체의 생

장이 있다. C06S01xC06S03조합은 숙기가 빠르며 자실체

의 길이가 긴 편이다. 자실체의 굵기가 가늘어서 수확기에 

자실체가 옆으로 쓰러지며 자실체의 발생이 균일하지 못하

다. C06S01xC06S04조합은 기주인 번데기에 균사의 성장

이 느리며 자실체의 형성이 약하며 발생한 자좌의 충실도가 

좋지 못하였다. C06S01xC06S05조합은 숙기가 빠르고 자

실체의 굵기도 굵은 편이다. 2차 자실체의 성장이 있으나 조

생종조합으로써 이용가능하다. C06S02xC06S03조합은 자

실체의 발생이 느리고 2차 가지치기 심하다. 자실체는 속

이 차있는 형태이다. C06S02xC06S04조합은 균사의 성장

이 느리고 자실체의 발생도 저조하였다. C06S02xC06S05

조합은 숙기와 길이가 중간 정도이며 자실체의 속은 차있는 

형태이었으며 균일도가 양호하였다. C06S03xC06S04조합

은 자실체의 발생이 없다. C06S03xC06S05조합은 자실체

의 발생이 불규칙하였으며 자실체의 2차 성장이 심하였다. 

Table 2. Combination performance test for stromata, cordycepin contents of C. militaris

CNa LSb TSc WFd WDe NSf FPg Cordycepin(mg%) select

C06S01xC06S02 12.5 3.7 53.0 10.3  70 ○ 298h 408i ○

C06S01xC06S03  9.0 1.7 18.3  4.7  84 ○ 136 220

C06S01xC06S04  4.9 1.2 12.5  2.1  42 ○ 260 258

C06S01xC06S05 10.0 3.3 51.7  8.9 100 ○ 279 271 ○

C06S02xC06S03  7.0 2.7 26.0  4.9  60 × 238 238

C06S02xC06S04  5.0 2.3  8.0  1.4  27 ○,× 249 243

C06S02xC06S05  9.3 2.2 38.3  7.2 137 × 264 360 ○

C06S03xC06S04   -  -  -   -  - -  -  280

C06S03xC06S05  8.0 2.2 38.0  6.4  56 × 167 377 ○

C06S04xC06S05  4.5 1.5  5.0  1.2  45 ○,× 158 271

 aCN, Combination number. bLS, Length of stroma(㎜). cTS, Thickness of stroma(㎜).

 dWF, Weight of fresh stroma(g/bottle). eWD, Weight of dried stroma(g/bottle)
 fNS, Number of stroma gFP, Formation of perithecia. h, Dried stromata.

 i, Brown rice pupae medium

Fig. 2. Morphological characterics of single ascospores fruiting bodies of C. milit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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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rphological characterics of mating ascospores fruiting bodies of C. militaris

Fig. 4.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of fruiting body in top-cross test of C. militaris

Table 3.  Stromata formation, biological efficiency and cordycepin contents of C. militaris  in selected 
combination of C06S05

CNa LSb TSc WFd WDe NSf FPg Cordycepin(mg%) select

06S05×06S13  6.5 4.0 50.0 9.1  61.3 ○ 245h 412i ○

06S05×06S22  3.0 2.0 39.0 6.7 175.0 × 256 389 ○

06S05×06S31  6.0 3.0 35.3 5.7  31.3 × 248 342 ○

06S05×06S32  9.0 4.5 50.0 5.4 100.0 ○ 248 320 ○

06S05×06S33  9.0 5.0 66.6 9.2 100.0 ○ 325 270 ○

06S05×06S36 11.0 9.0 40.6 7.3   5.0 × 268 266 ○

06S05×06S43  6.0 5.0 41.6 7.5  18.0 × 280 262 ○

 aCN, Combination number. bLS, Length of stroma(㎜). cTS, Thickness of stroma(㎜).

 dWF, Weight of fresh stroma(g/bottle). eWD, Weight of dried stroma(g/bottle)

 fNS, Number of stroma gFP, Formation of perithecia. h, Dried stromata.

 i, Brown rice pupae medium

C06S01×C06S02 C06S01×C06S03 C06S01×C06S04 C06S01×C06S05 C06S02×C06S03

C06S02×C06S04 C06S02×C06S05 C06S03×C06S04 C06S03×C06S05 C06S04×C06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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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포자의 특성으로는 자실체의 형성이 양호하며 균주의 

안정성이 우수한 균주를 선발하고 조합형성능이 우수한 균

주를 선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06S05의 단포자를 

획득하였으며 06S05x06S01, 06S05x06S33균주를 선발하

였으며 06S05x06S33균주를 예당 3호로 명명하여 국립종

자원에 품종보호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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