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n J. Food Preserv.
❙ Vol. 14, No. 6. pp. 681-687, December 2007                                          

- 681 -

동충하 의 균사  배양액의 항산화, 항암, 면역활성의 비교 

허진철․남성희1․강석우1․홍인표1․이 길1․박자 2․김경해․한송이․이상한†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1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2대구보건환경연구원 

Comparison of Antioxidant, Anticancer and Immunomodulating 
Activities of Extracts from DongChongXiaCao 

Jin-Chul Heo, Sung-Hee Nam1, Seok-Woo Kang1, In-Pyo Hong1, Kwang-Kil Lee1, 

Ja-Young Park2, Kyung-Hae Kim, Song-Yi Han, and Sang-Han Lee1†

Department of Food Science &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1
Department of Agricutural Biology, National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RDA, Suwon 441-707, Korea

2
Daegu Research Institute of Public Health & Environment, Daegu 706-732, Korea

Abstract

Biological properties of DongChongXiaCao extracts and culture supernatants were evaluated using DPPH and FRAP 
(antioxidants), Raw 264.7 (NO production), B16-F1 cells (cell migration activity) and HUVECs (angiogenesis activity). 
We found that antioxidant activity was higher in mycelium culture supernatants than in mycelial extracts. Mycelial 
extracts and culture supernatants inhibited or increased cyclooxygenase-2 transcription activity and NO production. 
Various extracts and culture supernatants inhibited B16 cell migration and motility, and inhibited HUVEC tube 
form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DongChongXiaCao extracts and products of mycelium could be a useful 
biological resource for anti-oxidant and anti-canc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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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세포내 사에 잠재

으로 세포의 분화, 성장, 생존, 노화  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ROS는 free radical group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가 짝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가지는 

세포내 신호 달 과정에 많은 부분이 여하고 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자 달계는 ATP의 형성에 있어 

많은 부분을 O2를 이용하는 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ROS를 

만들게 된다. 자 달계의 과정  만들어지는 ROS인 O2
-
 

등은 superoxide dismutases (SODs)에 의해 H2O2로 바 게 

되고 이후 catalase와 glutathione peroxidase 등에 의해 산소

(O2)와 물(H2O)로 바 어 무독성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hydroxyl radical(OH)에 향을 받게 되면 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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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Fe++, Cu++ 등에 의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신호 달 

과정을 야기하여 최종 으로 세포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세포내에서는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HO-1 

(heme oxygenase) 등은 산화스트 스에 한 방어기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작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질병을 유발

하게 된다(2,3). 

ROS에 의한 세포손상은 기본 으로 DNA와 protein의 

손상에서 기인하는데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를 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화물은 인체에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

는데 자가 면역반응(autoimmune disease)의 일종인 아토피

(atopy), 천식(asthma), 비염(rhinitis) 등이 표 인 이다. 

이는 산화물이 생물의 체내에서 산화스트 스로 작용을 

하며 각종 호르몬, 사이토카인 등의 활성을 변화시켜 질병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항암제  여러 종류들이 항산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 vinblastine, cisplatin, mitomycin C, doxorubicin, camptothecin, 

inostamycin, neocarzinostatin 등이 알려져 있다. 이는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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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방어 시스템이 항암효과를 가지는 데 기인한 것으

로 단된다. 많은 경우 세포의 생존과 사멸에 ROS가 여

하고 있으며, 암세포와도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항산화제에 의한 항암치료 (anti-oxidation therapy)

는 상당히 유효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9,10). 

동충하 는 곤충을 숙주로 하여 기생하는 균의 일종으로 

국에서는 황달, 아편 독, 결핵, 암  천식 등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 으며, 면역기능 증강, 항암 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 등도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동충하 를 

이용한 항암, 면역증강, 항피로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11-13). 

최근에는 사회 으로 천연물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충하 를 이용한 신물질 개발에 한 기 가 매

우 높다. 한 이를 이용한 건강식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충하 의 활용성에 있어 제약으로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에 한 과학 이고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산화스트 스와 암세포의 련성이 

있어 동충하  추출물과 배양액을 이용하여 항산화  항암

실험을 실시하 다. 

재료  방법

동충하 의 균분리 

본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농 진흥청 농업생물부 보존주

이며, 부분 야생에서 수집되었거나 혹은 분양받은 균이

다. 야생수집균은 2～3% sodium hypochloride로 소독한 자

실체를 petri dish 뚜껑에 멸균 테이 로 고정 후 water agar 

상에 떨어진 포자를 이용하여 PDA (potato dextrose 24 g, 

한천 15 g, 증류수 1 L)배지에서 25℃ 14일간 정치 배양하여 

분리하 다. 

Table 1. List of DongChongXiaCao extracts used 

No Class Mark No Class Mark

1 Cordyceps sinensis J21 14 C. ochraceostromat J116

2 C. sinensis J82 15 C. youngmunensis J124

3 C. sinensis J83 16 C. variablis J117

4 C. sinensis J96 17 Paecilomyces cicadae J16

5 C. militaris J1 18 P. farinosus J3

6 C. militaris J98 19 P. farinosus J301

7 C. militaris J99 20 P. tenuipes J2

8 C. militaris J114 21 P. tenuipes (fruiting body) J007 

9 C. gracilioides J105 22 P. cardianlis J008

10 C. nutans J68 23 P. cardianlis J009

11 C. scara J94 24 P. sphingum J41763

12 C. scara J123 25 C. amenosoroseus J67

13 C. sphecocehapala J201 26 C. amenosoroseus J41779

*Cordyceps: C.; **Paecilomyces: P.

동충하  균사체 배양  추출

PD 배지(potato dextrose 24 g, 증류수 1 L)를 멸균된 100 

mL의 삼각 라스크에 50 mL씩 분주한 다음 PDA 배지 

상에 배양된 균총을 떼어 넣어  후 진탕배양기(25℃, 

150 rpm)에서 7일간 배양하 다. 배양 완료된 균사는 여과

(Whatman No. 1)하여 증류수로 2회 세척하고 동결건조 하

다. 배양액은 실험 까지 -20℃에서 냉동 보 하 으며, 

균사 추출물은 DW를 1 g/10 mL의 비율로 넣은 다음 

sonicator를 이용하여 쇄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층

액을 취해 -20℃에서 냉동 보 하 다 (Table 1). 

DPPH assay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assay는 radical 소

거활성능 측정방법으로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측정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 진다. 각 추출물의 시료에 0.2 mM 

DPPH를 동충하  추출물과 DPPH solution을 1/20의 비율

로 해서 실온서 10분간 incubation한 후 517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비율(% inhibition)

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14). 

   


×    

          (A : Absorbance O.D. 517 nm)

FRAP assay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ssay를 이

용하여 radical을 어느 정도 환원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을 

알아보았다. 실험을 한 반응액으로는 acetate buffer (pH 

3.6, 300 mM) : 10 mM의 TPTZ (2,4,6-tripyridyl-s-triazine) 

: 20 mM의 FeCl3·6H2O를 10:1:1의 비율로 섞어 실험직 에 

만들어 사용을 하 다. 반응액과 추출물을 각각의 비율로 

혼합 한 후 10분간 상온에서 보  후 5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15). 

Nitric oxide 활성 측정

Raw 264.7 세포주(mouse macrophage cell line)를 이용하

여 동충하  추출물/배양액에 한 NO (nitric oxide) 활성, 

는 억제능을 알아보았다. Raw 264.7 세포를 2×104/well 

(96 wells)에 배양을 한 다음, lipopolysaccharide (LPS)를 

200 ng/well의 농도로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동충

하  추출물/배양액을 50 μL/mL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후 NO 생성량을 알아보았다. NO의 정량은 Greiss 

reagent (0.1% naph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water, 

1% sulfanilamide in 5% phospheric acid, w/v)와 NaNO2를 

이용하 으며, 실험은 동량의 culture media와 혼합 후, 약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을 시킨 후 5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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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nd healing assay

B16F1 cell을 plate에 spreading한 다음 CO2 incubator에서 

세포가 plate에 80% 정도 confluent 상태로 될 때까지 배양한

다. 배양은 RPMI 1640 배지에 10% FBS, 5% CO2, 37℃의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Wound healing을 이용한 세포의 

운동성을 확인을 하여 배양 인 B16 cell의 표면에 

yellow tip을 이용하여 약 1 mm의 wound를 만든 다음, 배양

액을 교체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 다. 37℃의 5% 

CO2 incubator에서 24 hr 배양 후, healing 정도를 미경을 

통하여 찰하 으며, wound healing 비율은 미경을 통하

여 남아있는 wound의 width를 측정한 다음 무처리군과 비

교를 통하여 억제활성 정도를 비교하 다(18). 

In vitro tube formation assay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을 이용

하여 angiogenesis 실험을 실시하 다. HUVECs 세포는 

ATCC (passage 2-10)에서 구입을 하 으며, EGM-2 

(Cambrex, #CC-4176, Walkersville, MD, USA) media를 배

양배지로 사용하 다. 배지 조성은 2.5% fetal bovine serum 

(FBS, Cambrex, Walkersville, MD, USA), hEGF, 

hydrocortisone, GA-100 (gentamicin, amphotericin-B), 

VEGF, hFGF-B (w/heparin), R3-IGF-1, ascorbic acid, 

heparin 등이 사용되었다. In vitro tube formation assay는 

24-well plates에 Matrigel (BD Bioscience, #354234, Franklin 

Lakes, NJ, USA)을 100 μL/well로 코 한 후 2～3 시간 동안 

굳힌 다음 HUVECs을 2×104 cells/well로 배양을 하 다. 

동충하  추출물 10 μL/mL의 농도로 처리한 다음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을 하 다. Tube 

formation은 inverted microscope (Model No.TS-100, Niko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촬 을 하 다(19). 

결과  고찰

동충하 의 약리 효능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국에서는 C. sinensis에 감염된 유충을 황달, 아편

독, 결핵, 암 등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 으며, B. bassiana를 

천식의 치료에 사용하 다. 일본에서는 C. militaris와 C. 

ophioglossoides에서 면역기능 증강, 항암 효과가 있는 생리

활성물질을 확인하 으며, Paecilomyces tenuipes로부터 항

암, 면역증강, 항피로 등의 효과를 규명하 다(20,21). 

최근에는 사회 으로 천연물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충하 를 이용한 신물질 개발에 한 기 가 매

우 높다. 때문에 동충하 의 자생종에 한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하여 많은 수집과 분류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최근 동충하 에 한 심의 증가와 함께 

이에 한 과학 인 효능이 검증되고 있어, 항산화효과와 

항암활성을 동충하  추출물과 이들의 배양배지를 이용하

여 효능을 알아보고자 하 다. 

A

B

Fig. 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ycelium extract (A) and 
mycelium culture supernatants (B) by comparing to a concentration 
of ascorbic acid.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항산화 활성

세포 내에서 산화스트 스에 한 방어 시스템은 superoxide 

dismutase (SODs), catalase, glutathione 등에 의해 H2O2의 

억제작용을 한다. 이러한 ROS라고 불리는 산화스트 스의 

유발은 단백질과 DNA에 손상을 일으키며, 염증반응 

(inflamm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S는 발

암 상(carcinogenesis)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의 유발 (initiation), 발 (development), 진(promotion), 

진행(progression) 등에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S의 증가는 DNA의 sequence  구조에 향을 주어 변이

(mutation)를 일으키게 된다. 산화스트 스는 각종 신호 달 

련 분자인 epidermal growth factor (EGF),  tyrosine 

phosphorylation, protein kinase C (PKC) 등에 이상을 일으켜 

세포에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세포의 

생존과 한 계를 가지며 세포의 기능  측면에 많은 

향을 미치는 산화스트 스에 한 활성을 항산화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DPPH(1,1-Diphenyl-2- picrylhydrazyl)

는 매우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517 nm에서 특징 인 흡

수를 나타내는 보라색 화합물이다. DPPH가 가진 radic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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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ycelium extract (A, C) and 
mycelium culture sup (B, D). 

FRAP activity was compared with a concentration of ascorbic acid.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

B

C

D

Fig. 3. Inhibitory effects of NO production by mycelium extracts 
(A, C) and culture supernatants (B, D) with or without LPS. Raw 
264.7 cells were cultured with (C, D) or without LPS. (A, B). 

After 24 hr-incubation, the supernatants were tested with Griess assay and the increasing 
(A, B) and inhibitory (C, D) rate were calculated.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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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등의 유기용매에서 매우 안정하며 항산화 기작 

 proton-radical scavenger에 의하여 탈색되기 때문에 항산

화 활성을 육안으로 쉽게 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수

가 되는 비율을 이용하여 antioxidant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DPPH 활성 실험 결과, 상 으로 다른 종에 비해 

활성이 높게 나오는 균사체는 J99, J105, J94, J201, J41763, 

J67, J41799 등이었으며, 배지에서는 J1, J144, J68, J3, J301, 

J2, J67 등 이었다 (Figure 2). FRAP 활성은 화합물의 환원력

(ferric reducing ability)을 측정하는 것으로 ferric 

tripyridyltriazine (FeⅢ-TPTZ)가 환원제(antioxidant)에 의해

서 란색의 ferroustripyridyltriazine (FeⅡ-TPTZ)로 될 때 

흡 도를 측정하여 환원력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FRAP 활

성은 10분 경과 후 OD값에 따른 활성과 100분간 OD 변화량

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활성을 측정하 다. 10분 후 

FRAP 활성의 변화는 균사체에서는 J007이, 배지에서는 

J008이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활성의 

증가를 알아본 결과 균사체  배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배지에서 

균사체에 비해 활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배지 에 J124가 시간에 따른 활성의 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Raw 264.7 세포주를 이용한 NO 활성 측정

동충하  균사체 추출물과 이들의 배지를 이용하여 NO 

(nitric oxide) 활성을 알아보았다. NO의 생성은 면역  

염증반응과 련이 있으며, NOS (NO synthases)에 의해 

만들어 진다. 조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NO는 cytoprotective 

 cytotoxic 활성을 가지며, 이는 세포내 미세환경

(microenviroment)과 세포의 종류(cell type)에 의해 다양하

게 발 한다. 한 nitric oxide synthase (NOS)는 세포내에서 

O2․
- 

련 신호 달 과정인 XO activation, NADPH 

oxidation 등에 여하여 infection과 inflammation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세포에서 병리학 으로 요

한 표 이 되고 있다(24,25). 본 실험에서는 Raw 264.7 세포

주를 활성화시킨 다음, 동충하  추출물과 배지가 NO의 

억제여부를 알아보았다. Lipopolysaccharide (LPS)로 NO를 

유도한 cell과 그 지 않은 cell의 NO 활성을 측정해 본 

결과 LPS에 의해 NO를 유도한 세포에서 균사체 추출물인 

J007에서 NO의 활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지

에서는 J82, J124, J3, J301, J009, J41763 등의 처리군에서 

NO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PS로 NO를 

유도하여 NO의 감소 물질을 검색한 결과 균사에서는 

J41799, 배지에서는 J21에서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항암 활성

동충하  추출물과 배지에서 항암활성을 알아보기 하 

A)

B)

C)

Fig. 4. Anti-tumor activity of mycelium extracts (M) and mycelium 
culture supernatants (S) by wound healing assay and tube 
formation assay. 

A. Analysis of B16-F1 migration by J21 (M (c), C (d)), J83 (M (e), C (f)), J41799(M 
(g), C (h)) and no treatment (b) by in vitro scratch (a) assay. Scale bar, 100 μm; 
M, mycelium; C, culture supernatants. 
B. Quantification of the wound healing. Cell migration was quantified by measuring 
the wound width after 20 hr-incubation.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five determinations. 
C. HUVECs were plated at 2 × 104 cells/well in matrigel-coated 24-well plates, and 
exposed with J68(M (b), S (c)), J3(M (d)) and no treatment (a). Scale bar; 200 μm. 



한국식품 장유통학회지 제14권 제6호 (2007)686

여 wound healing 활성 실험을 실시하 다. B16 (mouse 

melanoma cell line) 세포주를 이용하여 wound를 형성한 

다음 동충하 에 의한 metastasis 정도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여러 종류의 균사  배지에서 항암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균사체에서는 J007, 배지에서는 J83, 

J114, J41799 등이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신생의 형성

은 암세포의 성장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와 

련된 단백질들은 항암제의 개발에 표 인 표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HUVEC cell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cal Cell)을 이용하여 신생 실

험을 하 다. 실험 결과 균사체 J83, J1, J10, J123, J117, 

J3, J009 등에서, 배지에서는 J83, J68, J116, J41763 등에서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항암과 

련하여 wound healing과 angiogenesis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여러 종류의 균사체 추출물  배지에서 항암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동충하 에 의한 세포의 운동

성을 하시켜 암세포의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단된

다. 세포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많은 경우 membrane

에 치한 단백질의 발 과 계가 있으며, 특히 CD44, 

uPA, ICAM, VCAM 등의 단백질이 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6). 본 실험에서 여러 종류의 동충하  추출물

 배양배지에서 세포의 운동성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스트 스 유발 물질의 하나인 peroxynitrite ONOO-)는 

matrix metalloproteinese (MMPs)에 의한 암세포의 

angiogenesis와 metastasis에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항산화제에 의한 peroxynitrite의 감소가 암세포의 

angiogenesis와 metastasis를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7,28). 이는 항산화제의 효과로서 항암활성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에 한 연구 한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세포내에서 낮은 농도의 산화

스트 스는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높은 농도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독성

으로 작용하여 세포의 생존에 큰 향을 다. 이는 암세포

에서의 항산화 효소(antioxidative enzyme)의 level이 정상세

포의 그것에 비해 히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데, 이는 항산화 효소가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요한 요소

라는 것을 알 수 있다(29-31).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항암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동충하  추출물과 이들

의 배양배지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균주 

J68(Cordyceps nutans)의 배양배지에서 항산화 활성  항

암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동충하  20여종의 균사와 배양 배지를 이용하여 생물학

 활성 효과를 항산화와 항암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항산화 활성 실험 DPPH와 FRAP실험을 실시하 는데 다

수의 동충하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시간에 따른 FRAP활성에서는 배양배지에서 균사체 추

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NOS와 련성을 확인

하기 하여 NO활성 실험을 한 결과 NO활성은 추출물의 

종류에 따라 증가 는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염증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여 Cox-2 promoter활성실

험을 한 결과, 종에 따라 활성의 증가 는 감소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Wound healing assay를 이용하여 항암효과를 알

아본 결과 많은 종에서 세포의 운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생성 억제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HUVECs를 이용하여 tube formation을 확인해 

본 결과 다수의 추출물에서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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