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충하초의 효능

본 소식지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조사․발표한 논단 중 동충하초의 구체적인 약리

효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자 한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가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한방 약재로 여겨져 왔으나 희

귀성으로 인하여 대중적인 약재가 되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한의학에서는 벌레이면서 벌레

가 아니고 식물체이면서 식물이 아닌 선약(仙藥)이라 하였고 일본의 Yamada는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하였다. 이러한 동양의학적인 표현은 차지하고, 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

로한 의약품 관련 전문 학술지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충하초의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

았다.

동충하초의 성분으로는 일반적인 5대 영양성분이외에 cordycepin, cordyceptic acid,

ophiocordin, ergosteryl-β-D-glucopyranoside, 22-dihydroergosterolry-β-glucopyranosid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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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ydroxyethyl)adenosine, 글루칸 및 복합다당류 등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유용성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차 후 더 연구해 밝혀야 할 과제이다.

1. 자양강장 효과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동충하초를

주로 오리와 함께 백숙 형태로 요리해 먹는데 이는 회복기 환자의 건강을 신속히 회복하도

록 도와준다고 하며, 그 이유는 동충하초와 오리를 섞으면 상승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중국사람들은 믿고 있다. 중국 국립의약품부의 Liu Chang-Xiao 연구진은 동충하초의 자양

강장 효과를 실험하기 위하여 체중이 약 20 g인 마우스 30 마리를 이용하여 동충하초 물

추출물을 체중 1 Kg당 4 g 또는 8 g을 5일간 섭취시키고 동충하초를 급여하지 않은 마우

스와 강제 수영 실험(25℃ 수조에서 입영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동충하초를 급여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56.3 분간 수영하였으나, 동충하초

4 g 투여군은 60.5 분을 수영하였으며 8 g을 투여한 그룹은 81.2 분간 수영하여 동충하초가

지구력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실험동물(마우스)에 동충하초를 급여하고 잠드는 시간과 수면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동충하초 급여는 잠드는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면 시간에는 영향을 미

쳤다. 즉 마우스에게 40 mg/Kg 수준으로 진정제인 sodium pentobarbital을 복강 주사하고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한 그룹은 정상 식이, 다른 그룹에는 동충하초 5 g 또 다른 그룹에는

10 g을 경구투여한 후 반사신경을 잃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반사신경을 잃은 후 반사신경을

회복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반사신경을 잃는 시간은 약 6분 전후로 나

타나 동충하초 급여가 pentobarbital에 의한 잠드는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

나, 이때부터 반사신경을 회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무투여 그룹이 1.4분, 체중 1 Kg당 동

충하초 5 g 투여 그룹은 26.8분, 10 g 투여 그룹은 39.1분으로 나타나 동충하초 급여는

pentobarbital로 유도된 수면 시간을 각각 158%와 276%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메이지유업의 메이지 건강과학연구소, 메이지 세포기술센터 및 교토대학의 동물학

과의 합동연구에 따르면, 동충하초가 간의 에너지 상태를 높게 유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마

우스를 무작위로 9마리씩 9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4개 그룹에는 동충하초 추출액을 200

mg/Kg 수준으로 급여하고 나머지 4개 그룹에는 급여하지 않으면서 3 주간 사육하고 1 주



일 간격으로 간의 상태와 간의 ATP/Pi(ATP와 무기인의 비율)를
31
P NMR을 이용하여 분

석,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충하초 투여군의 ATP/Pi 값이 대조구보다 유의

성 있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여 고에너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마우스의 몸무게

나 간의 무게 및 다른 상태는 변화가 없어 동충하초가 간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단

되었다. 그런데 3주 후 동충하초 급여를 중지하고 1 주일이 경과한 후 ATP/Pi를 측정하면

이 값이 대조구와 같은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마군단의 비밀이 동충하초의 자양강장 효과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여 피

로회복이 빠른 효과에 기인했는지, 동충하초 복용으로 고에너지 상태를 유지한데 기인했는

지 아니면 단순히 고산지에서 훈련을 열심히 한 데 이유가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서방 선수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동충하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

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결과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위의 결과

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동충하초의 생리활성 기능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정 섭취량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동충하초가 신장과 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산동의학과학원 면역실의 Hou 박사 등은 만성신장기능 쇠약 환자 28명에게 매일

동충하초 3-5 g를 끓는 물로 30분 동안 추출한 액을 2회 복용케하고, 식사로는 양질의 저단

백질 식품을 공급하면서 10-12 개월 동안 동태를 관찰하여 T-임파구세포 아군, 헤모글로빈,

알부민, 요소질소(BUN), 크롬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장기능 쇠약 환자의 T-임파구

세포 아군은 정상인에 비하여 감소된 상태였는데 이는 신장기능 쇠약 환자의 세포 면역기능

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장기능 쇠약 환자는 병원균에 쉽게 감염되며, 중

국 임상통계상 80% 이상이 적극적인 치료가 없으면 사망한다고 한다. 여러 학자들은 그 이

유가 면역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충하초를 복용한 환자는 세포면역 기능이

유의성 있게 향상되었고(P≤0.05), 혈청 알부민과 혈색소도 증가하였다. 결국 Hou 박사 등은

만성기능 쇠약 환자가 고생물가 저단백 식품을 섭취하고 일반 대중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동

충하초 투약이(중국에서는 의약품임) 신기능 보호 및 회복 작용을 하고 부작용은 없다고 결

론지었다.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실험 결과이므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동충하초는 노년기 환자의 신장독성에 보호 작용이 있음이 밝혀졌다. 중국 남경군

의총병원 Zheng 박사 연구진은 입원 중인 노인 환자 21명을 임의로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항생제인 amikacin sulfate 0.2 g을 1일 2회 6일간 복용케하였다. 이후 그룹 A에는 동충

하초를 급여하고, 그룹 B에는 포도당으로 제조한 위약(僞藥)을 급여하였다. 이후 소변의

nephroaminoglycosidase와 β-microglobulin을 측정한 결과 그룹 B보다 그룹 A에서 활성이

낮았다. 이 두가지 효소는 항생제 등 약물을 복용할 때 신장독성을 나타내는 지표 효소로

신장 독성이 발생하면 활성이 증가하게 된다. Amikacin sulfate는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효과적인 항생제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신장독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용이 억

제되고 있다. 그런데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amikacin sulfate를 투여하면서

동충하초를 함께 급여하였더니 이들 효소 활성이 초기에 상승하였다가 곧바로 감소하는 현

상은 동충하초가 노년기 환자의 항생제에 기인한 신장독성에 보호 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는 의미이다. 이 연구 역시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실험 결과이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 상해의 상해시 중의학연구원의 의학박사 Zhu와 Liu는 간염발병 후 간경화 환자 85



명을 전부 입원시키면서 치료 그룹인 60명에게는 동충하초 균사체 캡슐 4.5 g씩 1일 3회 복

용시키고 도인(桃仁) 추출액을 내정맥 주사하고, 대조구 25명에게는 포도당을 내정맥 주사하

면서 3개월 동안 치료하였다. 치료 그룹의 치료 후의 세포면역 기능을 확연히 개선되었으며,

임파선 전환율, 면역세포가 크게 상승했고 NK 세포 활성도가 좋아졌으며, 면역단백질이 상

당량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동 연구진은 동충하초와 도인 추출액이 간기

능 개선, 질병 악화 억제 및 완화에 대한 청신호임을 주장하였다.

3. 면역기능 증가

사람이 병원균에 감염되면 개인별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병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이즈(AIDS)란 인체의 면역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질병으로 AIDS 환

자는 병원균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해당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다. 중국 Hunan 의과대학교의 Institute of Combined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의 Chen 교수 연구진은 동충하초가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A/Sn(H-2a) origin이며 lymphoma cell line을 target cell로 한 Natural killer(NK) cell 활성

을 측정하고 마우스 폐에 암세포인 B16 mouse melanoma cell을 감염시켜 동충하초 투여 후

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충하초 에탄올 추출물 CS-II 획분이 NK 활성을 촉진하였으며,

B16 melanoma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구소의 Chen, G. Z.와

Chen, G. L. 교수들은 마우스에 동충하초를 급여하면 면역세포인 T helper 세포 수가 증가

하며, 말초혈관과 지라에서 Lyt-1/Lyt-2(T helper cell/T suppressor cell) 비율이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이 실험에서 비장의 무게가 증가하였으며 식균세포 및 식균활성 역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충하초는 prednosolone acetate와 cyclophosphamide 같은

면역기능 억제 약물로부터 helper cell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들은 동충하초가 면역활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면역결핍증 환자를 치유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중국국립약학연구소의 Kuo 박사는 동충하초의 메탄올 추출물에는 면역기

능을 약화시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학술지에 발표하였는데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결

과가 도출된 것은 대상으로한 물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장균 한 마리에

도 약 1,200 종 가량의 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충하초에도 수많은 물

질이 존재할 것이며 이중 인체에 유용한 물질, 유해한 물질 또는 유․무해성 또는 생리활성

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영양성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유용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4. 항균성 및 항종양 작용

동충하초 균사체가 곤충 몸 안에서 성장한 후 균핵이 형성되면 곤충이 죽은 후에도 자실

체가 형성되기 양호한 환경이 아니면 곤충이 죽은 채로 있지만 부패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동충하초는 다습한 토양에서 자실체를 형성하는데 습기가 많은데도 부패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동충하초에 항균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Cunningham 등은 Cordyceps militaris에서 cordycepin이라는 항균물질을 분리했으며,

Kneifel 등은 C. ophioglossoides에서 ophiocordin이라는 항균물질을 분리하였다.

일본의 동양의약품센터의 Yamada 박사 등은 동충하초에서 분리한 글루칸의 항종양 효

과를 측정하였다. 마우스에 7일령의 sacorma 180 복강세포(양성 종양세포)를 이식하고 30일



간 종양세포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이후 마우스를 해부하여 종양세포를 적출하고 무게를 측

정하여 종양의 성장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한 그룹은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다른 그룹

에는 종양세포 이식 후 10일간 매일 동충하초에서 분리한 다당류인 글루칸이라는 물질을 주

사하였다. 실험 결과 무처리 그룹의 종양세포 무게는 평균 1.59 g이었으나 글루칸을 주사한

그룹의 종양세포 무게는 0-0.20 g으로 종양이 87.6-100% 억제되었다. 이는 적어도 마우스에

있어서는 동충하초에 함유된 물질이 이식한 종양세포의 성장을 완전히 저지할 수 도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미생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균성 물질은 종양세포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동충하초에 cordycepin이나 ophiocordin이라는 항균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동충하초가 항종양 효과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주장하

기는 곤란해 보인다. 또한 항균물질이 존재하여도 함유량에 따라 항균 효과가 달라질 것이

다. 일본 동경대학교 약학대학의 Miyazaki 교수 등은 동충하초의 다당류에서

galactomannan기를 함유한 물질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Kuo

박사 등은 동충하초 추출물이 K562, Vero, Wish, Calu-1, Raji 종양 세포 계통의 성장을 억

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유효 물질은 cordycepin도 아니고 다당류도 아닌 새로운 물질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충하초에는 이미 알려진 물질이외에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항종양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국 동충하초의 항종양 효과는 항종양 물질

이 직접 작용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당류 또는 여타 물질이 마우스의 면역기능을 증가

시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동충하초에 함유된 물질이 항종양 효과를 나타

낸다는 현상은 구명하였으나 그 작용기작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한 실정이

다. 그러나, 기작을 잘 모른다할지라도 나타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각종 암과 관련

하여 동충하초의 치유 기능에 대한 임상실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의 실험은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리 현상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

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온 인류의 공적

(公敵) 1호인 암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시원스런 치료법이 개

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암 정복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는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며 항균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종양이나 암 세포 증식 억제 가능성이 높은 동충하초에 대한 과감한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5. 생체 산화방지

사람이 호흡하여 흡입한 산소는 폐를 거쳐 95-97%가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물분자로 변하지만 이중 3-5%는 superoxide로 변하고 이는 전자가 하나씩 감소

되면서 H2O2, hydroxyl radical로 변한다. 이들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 산소종이라고

불리며 생체에서 산화반응을 일으킨다. 이들이 지질과 반응하면 지방이 산화되어 유해한 물

이 생성되며, 단백질이나 유전물질과 반응하면 생체고분자에 손상을 입히고, 이런 현상이 축

적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생체의 노화 또는 질병이 생길 수 있으며 결국은 사망하게된다. 다

행히 인체를 비롯한 생체에는 이들 활성산소의 작용을 차단하는 토코페롤과 비타민 C 같은

산화방지제가 작용하고 또한 활성산소를 정상 상태의 산소로 전환해주는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ase(GSH-PX) 등의 효소체계가 있어 생체를 산화에 의

한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생체 방어 체계의 유지와 보



강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복건의과대학의 Liu 박사 등은 생쥐의 간을 적출하여 균질화하고 0.1 g/ml와 0.3

g/ml 농도의 동충하초 물 추출물과 잘 섞은 후에 37℃에서 진탕배양한 후 SOD와 GSH-PX

의 함량을 측정하였더니 0.3 mg/ml 동충하초가 SOD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

다. 또한 생물체의 산소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superoxide ion이나 체내로 흡수된 약물이나

독극물 대사에서 발생하는 superoxide ion의 작용에 의한 손상을 동충하초가 줄여줄 수 있

고 세포막 계통 과산화물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 단, 동충하초가 어떻

게 SOD 함량을 증가시키는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증가기작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동충하초 신품종 0.3 mg/ml 처리구외에는

GSH-PX 함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혈당강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저하 효과

일본 지푸 약학대학교 Ukai 교수 연구진과 중국의 중국약학대학교 Hui 교수는 1996년

동충하초 균사체에서 분리한 다당류를 복강 주사했을 때 당뇨마우스에서 저혈당 활성을 나

타내며, 정상적인 마우스에서는 포도당 농도가 신속히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걸려 있는 마우스에 동충하초 다당류 추출물을 50 mg/Kg 농도로 복강 주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장내 포도당 농도를 분석한 결과, 다당류를 주사한지 6 시간 이내에 당

뇨병에 걸린 마우스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적인 마우스의 포도당 농도로 감소하여 동충하초

의 포도당 강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포도당 농도는 다시 당

뇨병이 있는 상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Ukai 교수 연구진은 동충하초 추출 획분을 경구 투여하여도 혈장내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복강주사 때보다는 혈당강하 효과가 미약하였으며, 추출한 다

당류 중 CS-F30 획분을 분석한 결과 이 다당류는 galactose, glucose, mannose가

62:28:10(molar%)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량은 약 45,000이라고 보고하였다.

다른 실험으로 정상적인 마우스에 50 mg/Kg 농도로 동충하초 추출물을 복강주사하고

혈장내 중성지질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내에 중성지질 강하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

과하면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콜레스테롤 농도는 동충하초 추출

다당류를 복강 주사한 후 3시간만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6시간만에 원래의 상태로 회

복되었다. 즉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는 인정되지만 유지기간은 짧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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