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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들은 로부터비단을얻기 해 에를길러왔으며, 

양잠산물인실크피 로인, 에, 뽕잎, 오디등은기능성천

연식품소재로서높은부가가치를지니게되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와일본등 양잠 선진국에서는 에가갖는 기능성

물질, 즉식품으로이용했을때의효과에주목하여연구에박

차를 가하고 있다.

에를식용으로하는것은양잠을하는사람들사이에서

부터 리알려져왔었다. 에는단백질을풍부하게함유

하고있어약용보다는식품으로주로이용되어왔으며, 에

는음식섭취후에당분의분해와흡수를지연시킴으로써

당강하에효과를나타내었다고하 다. 에분말은 에나

방과에 속하는 유충으로서 신농경본 의 품에 나타나 있

으며, 에 의 deoxynojirimycin(DNJ)은장내탄수화물을분

해하는 효소인 α-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식후 격

히상승하는 당을조 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1,2)
. 에

분말의제조환경조건에따라 당이강하되는효과를비교

하고
3) 에 분말을 투여하는 기간에 따른 당 강하에 미치

는 향을연구한보고등이있으며
4)
, 뽕잎과 에가루혼합

환의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의 당 강하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경험한 민간요법

조사에서 82.9%가 에분말을섭취한경험이있었으며
5), 인

슐린 비의존형 당뇨환자에게 하루에 에 분말 500 ㎎을복

용했을 때 65%의 당 강하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되었다6). 

한, Lee 등7)
은 rat의 사료로 에 분말을 투여함으로써 장

기능이유의성있게개선되었다고보고하 다. 한편, 제빵

에서도빵, 과자에서도소비자의시 욕구에맞는건강기

능성제품에 한개발을 해제빵에여러가지기능성재료

를첨가한연구에서효소
8)
나솔잎추출물

9)
을이용한빵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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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연구등천연물질을이용한빵제조가보고되었고, 열처

리한 기울식이섬유성분과기능특성등에 해연구도있

다
10,11)

. 양잠산물을이용한제빵연구에서 Kim12) 
은 에고치

분해산물인 실크펩티드를 첨가한 빵반죽의 이화학 특성

에서 실크펩티드는 제빵에 첨가시 산화제 기능을 나타내어

천연산화제로서의 제빵 개량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고, 

Kim 등13)
은 에가루첨가반죽의물성변화 빵의품질특

성에서 에의 단백질분해효소가 제빵 성에 향을미친

다고 보고하 다.

에의α-glucosidase에의한 당강하기능, 성지질을

감소시키고콜 스테롤 하 당뇨병치료기능을가진

에 분말을 빵, 과자의 원료로 이용하여 이들 기능성을 가진

빵을제조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은이들질병의치료나

방을 하여필요하겠다. 한편, 이러한 에분말을첨가하여

제조한빵을실험동물에 여한생리활성효과에 해조사

한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에가루를첨가한빵을사료로실

험동물에직 여하여콜 스테롤 성지질개선에 미

치는 에 분말 첨가빵의 기능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방법

1. 실험 시료

가루는 한제분(Daehan Milling Co, Seoul, Korea) 강력

분 1 품을사용하 다. 에가루는산청농 에서 5령 3일

에를 동결건조로제조한제품을사용하 다. 이스트(Ottogi Co, 

Anyang, Koreal)는 생이스트, 식염은 한주(Hanju Co, Ulsan, 

Korea) 정제염, 쇼트닝은 삼립유지 제품, 탈지분유는 서울우

유 동조합 제품을 각각 사용하 다.

2. 반죽의 배합과 제빵 방법

제빵에사용한원료의기본배합비는 Table 1과같으며, 제

빵은 Finny14)
의방법을수정한직 반죽법(straight dough method)

을 사용하 다. 제조공정은믹서(NVM-14, Dae Young Co, Seo-

ul Korea)를이용하여쇼트닝을제외한나머지원료를첨가하

여크린-업상태까지혼합하 다. 크린-업된반죽에쇼트닝을

첨가하여 1단 속도에서 3분간 혼합한 후 2단속도에서 최

Table 1. Formula of white pan bread with added silkworm powder by straight dough method         (Unit: %)

Wheat flour SW1) Sugar Shortening Salt NFDM2) Yeast Water

Control 100 0 5 4 2 3 3 63

SW 2.0% 100 2 5 4 2 3 3 63

SW 4.0% 100 4 5 4 2 3 3 63
1) SW: Silkworm powder, 2) NFDM: Non fat dry milk. 

상태의반죽이형성될때까지혼합하 다. 혼합후최종반죽

온도는 26℃가 되도록 하 다. 1차 발효는 27℃, 상 습도

80%의발효기(BP-40, Dae Young Co, Seoul, Korea)에서최

의발효상태까지실시하 다. 1차발효가끝난반죽은 180 g

으로분할하여둥 리기한후 15분간 간발효를시켰다. 

간발효가끝난후 를사용하여가스빼기를하고반죽을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빵 틀에 3개씩(180 g×3) 넣고, 발효온

도 37℃ 상 습도 85%에서빵틀의 1 ㎝ 높이까지반죽이팽

창할때까지 2차발효를실시하 다. 2차발효가끝난반죽은

190～200℃의오 (FDO-7102, Dae Young Co, Seoul, Korea)에

서 굽기를 하 다. 

3.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법15)
에따라, 수분함량은 105℃의상압

가열건조법, 회분은 600℃의 직 회화법,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 법을사용하 고, 조지방함량은 Soxhlet 추출

법으로측정하 다. 조섬유는 Prosky 등법
16)
으로 total dietary 

fiber 측정용(Sigma Co, St. Louis, USA) kit를사용하여측정하

다. 

 

4. 실험동물

생후 4주령된 수컷 rat를 삼육실험동물(수원)로부터 분양

받아온도 23±1℃, 습도 60±5%를유지하면서 light-dark cycle

을 12시간씩 유지되는동물사육실에서사료와물을충분히

공 하면서 1주일간 응시켜실험에사용하 다. 실험에사

용된 rat의체 은 170±15 g의 rat를 8 마리씩한군으로하여

6주간 사육하 다.

5. 시료 투여 식이

에가루를첨가하지않은 조구의빵과 에가루를 2.0% 

4.0% 첨가하여제조한빵을실온에서 48시간건조시켜분

말화한다음콜 스테롤을 0.5% 첨가한 것을실험식이로사

용하 다.

6. 체 측정 채

체 은최종체 에서실험개시 의체 을감하여체

증가량으로 표시하 고, 식이 섭취량은 일정 시간에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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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체 증가량을

식이섭취량으로나 어산출하 다. 실험기간 체 은매

일일정한시간에측정하 고, 청을채취하기하루 날의

체 을측정하여마지막체 으로결정하 고, 실험사육최

종일에 12시간을 식시킨후 urethane 마취하에서복 동맥

으로부터 채 하 다.

7. 액 채취 지질 분석

실험 동물은 에테르로 마취한 상태에서 복부를 개하여

동맥에서 액을채취하 으며, 채취한 액은 4℃에서 40

분간방치한후에 3,000×g에서 20분간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 다. 총콜 스테롤 분석은 cholesterol E kit(BC 

108-E, 동제약, 용인, 한국)를이용하여비색정량하 고, 

성지방은 TG kit(BC118, 동제약, 용인, 한국)을이용하

고, HDL-콜 스테롤은 kit(A308-HDL, 동제약, 용인, 

한국)을이용하 으며, Noma 등17)
과

 Tiez 등18)
의방법에따라

측정하 다. 

LDL-콜 스테롤의값은 Friedwald 등19) 의다음공식에의

거하여 계산하 다. 

L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TG/5)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동맥경화의 험률

을 측할수있는변인으로아래와같은방법으로산출하

다.

AI=(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60세이상의노인에서심 질환발생의 험인자로보

고된 LHR은 [LDL-콜 스테롤/HDL-콜 스테롤]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20).

 

8.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AS 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ver. 8.1)을이

용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 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한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의하여각실험군의평균

치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고찰

1. 시료 빵의 일반성분

가루 에분말의일반성분조성은 Table 2와같다. 단

백질은 가루가 12.56%인반면에 에분말은 54.75%의고

Table 2. Compositions of wheat flour and silkworm 

powder                                    (Unit: %)

Moisture
Crude 

protein
Ash Crude fat

Crude 

fiber

Wheat

flour
13.7 12.56 0.428 1.17 0.18 

Silkworm

powder
10.6 54.75 7.678 9.35 7.23

Table 3. Compositions of bread with added wheat flour

and silkworm powder                       (Unit: %)

 

Bread

SW1)

0%

SW

2.0%

SW

4.0%

Moisture 38.53 39.36 39.83

Crude protein 13.70 15.15 16.23

Crude fat 3.95 4.06 4.38

Ash 2.36 2.75  2.86
1) SW: Silkworm powder.

단백질식품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에 분말은고단백질

함량으로제빵의발효과정 완충효과등의 향으로제빵

에 에분말첨가시는혼합 발효에많은 향을주어제빵

성의 하가 측된다. 조섬유는 가루, 에 분말이 각각

0.18% 7.23% 으며, 회분함량은 가루가 0.428%, 에분

말이 7.678%로 에분말이조섬유와회분함량이매우높게

나타났다. 에는 5령 3일, 5령 6일로발육시기에따라주요성

분의차이가다소있으나, 본실험에사용한 에분말은 5령

3일 에성분과비슷한수 이었다
21). 에분말을첨가한빵

의일반성분은 Table 3과같다. 에분말첨가량이증가함에

따라, 빵의수분함량은 조군에비해증가하는경향을나타

내었으며, 회분 함량은 조구 빵이 2.36% 고, 에 분말을

2.0%, 4.0%를첨가한빵은 2.75%, 2.86%로높았다. 빵의단백

질함량을보면 에분말을첨가하지않은 조구가 13.70%

고, 에분말 2.0%, 4.0% 첨가구는각각 15.15%, 16.23%로

에 분말 증가로 인해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2. 체 증가량, 식이 섭취량 식이 효율

에분말을 0%, 2.0% 4.0% 첨가하여제조한빵을건조

하여분말화한다음콜 스테롤 0.5% 첨가하여 6주간 여한

후 rat의체 증가율,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을조사한결

과는 Table 4와 같다. 

Rat의 1일평균체 증가량은 에분말을첨가하지않은

빵인 조군에비하여 에분말첨가빵 여군에서낮게나



Vol. 21, No. 3(2008)           에 분말 첨가빵이 Rat의 콜 스테롤 성지질에 미치는 향 309

Table 4. Effect of with bread silkworm powder and 

cholesterol on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of rats  

Bread1) Food intake

(g/day)

Net weight gain

(g/day)

FER2)

(%)

Control 20.52±0.73a3) 4.02±0.14a 0.20±0.02a

Silkworm 

powder 2.0%
21.01±0.63a 3.70±0.17a 0.17±0.02b

Silkworm 

powder 4.0%
23.05±0.59a 3.41±0.23a 0.15±0.01b

1) Bread contains 0.5% cholesterol, 2) Feed efficiency ratio,
3) Means±SD(n=8),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inificant difference(p＜0.05).

타났으며, 첨가량이증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 고 4.0% 

여군에서감소가더컸다. 이는 에분말이고단백질로서

체내의소화, 흡수, 이동, 사 장에사용되는에 지소

모량이높았던것으로생각된다. 식이섭취량은 에분말첨

가구들이 조군보다 증가되었으나,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식이 효율은 조군에 비하여 에 분말 2.0% 

4.0%를첨가한빵에서유의 인감소 상을보 으며, 첨

가량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청 콜 스테롤 성지질

에분말을 0%, 2.0% 4.0% 첨가하여제조한빵을건조

하여분말화한다음콜 스테롤 0.5%를각각첨가하여 rat의식

이로 6주간 여한후 rat의총콜 스테롤농도,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농도에 한 LDL-cholesterol 

농도비율(LHR) 동맥경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콜 스테롤농도는 에분말을첨가하지않은 조

군이 94.7±3.4 ㎎/㎗이었고, 에분말 2.0% 첨가구는 76.1±1.7 

㎎/㎗, 4.0% 첨가구는 74.1±0.9 ㎎/㎗로나타나 에분말첨가

빵 여시 조군에 비하여 청 콜 스테롤 농도가 유의

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에 분말 첨가빵이 청의 콜

Table 5. Effects of bread with added silkworm powder and cholesterol on serum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levels, AI(atherogenic index) and triglyceride of rats                                    (㎎/㎗)

Variables Total-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I2) LHR3) Triglyceride 

Control 94.7±3.4a1) 33.2±2.3a 40.9±3.7a 1.85±0.2a 1.2±0.2a 103.2±5.6a

Silkworm powder 2.0% 76.1±1.7b 36.2±1.8b 21.4±2.5b 0.45±0.2b 0.6±0.1b  92.4±3.6b 

Silkworm powder 4.0% 74.1±0.9b 36.9±3.3b 19.5±3.1b 0.50±0.1b 0.5±0.2b  88.4±5.2b

1)
 Means±SD(n=8), 

2)
 AI(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HDL-cholesterol, 

3)
 LHR: LDL-cholesterol/HDL-cholesterol,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p＜0.05).

스테롤 하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총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의 함량을 보면 조군은 33.2±2.3 ㎎/㎗

이었으나, 에분말 2.0% 4.0% 첨가군은각각 36.2±1.8 ㎎/

㎗, 36.9±3.3 ㎎/㎗를나타내어 에분말첨가빵 여시 HDL-

콜 스테롤 함량이 유의 으로 증가된 것으로 찰되었다. 

Sugiyama 등22)
과 Lou 등23)

은피 로인펩티드의생리학 활

성으로는 casein diet를투여한 rat에 피 로인을병용투여하

면 청 콜 스테롤 농도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이는 주로

glycine에의한효과라고하 고, 한 rat에서피 로인을첨

가한식이를사료로 여한후에 청콜 스테롤농도의

하가 찰되었다고보고하 다. 본실험에서도 에분말첨

가빵 여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에 분말 첨가빵

여시총콜 스테롤의 상승억제효과를보인것은 에 분

말에 다량 함유된 glycine의 향으로 생각된다. 

LDL-콜 스테롤농도는 조군이 40.9±3.7 ㎎/㎗이었으나, 

실크펩티드 2.0% 4.0% 첨가군은각각 21.4±2.5 ㎎/㎗, 19.5± 

3.1 ㎎/㎗로나타내어 에분말첨가빵 여시 LDL-콜 스테

롤이유의 으로감소하 다. 순환기계로부터오는성인병은

부분동맥경화에의하여발병되므로이러한것을이용하여

순환기계 질환의 발병 기 지표로 알려진 동맥경화지수를

총콜 스테롤과 HDL-콜 스테롤로부터산출한결과는 조

군이 1.85±0.02이었고, 에가루 2.0% 4.0% 첨가구는각각

0.48±0.02, 0.50±0.01로나타내어 에분말첨가빵 여시동

맥경화지수가 유의 으로 감소되어 고콜 스테롤증 개선효

과가 있을 것으로 측된다. 

HDL-콜 스테롤 농도에 한 LDL-콜 스테롤 농도비

(LHR)는 조군이 1.2.±0.2 ㎎/㎗, 에 분말 2.0% 첨가구는

0.6±0.1, 에분말 4.0% 첨가구는 0.5±0.2로 에분말첨가빵

여시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HDL-콜 스테롤 증가는 말 조직으로부터 콜

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이와같이 HDL-콜 스테롤증

가는말 조직으로부터콜 스테롤을간으로운반하여 벽

에 콜 스테롤 침착을 방지함으로써
24,25) 

상동맥질환 방

이가능함을제시하고있다. 콜 스테롤농도는콜 스

테롤섭취량에따라생합성조 되어일정하게유지되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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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섭취하거나 는 과량 섭취할 경우 액내 축 되

어 세포 노화 진 여러 가지 사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하 다
26).  

HDL-콜 스테롤은말 조직에있는콜 스테롤의간으로

의 역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지단백의 일종으로 동맥경화와

장애개선에 해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LDL-

콜 스테롤은 청콜 스테롤의 주된운반형태 가장 많

은부분을차지하는데동맥 벽에콜 스테롤을축 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과 심 계

질환의 발병에 요한 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27).

한편, 에분말을 0%, 2.0% 4.0%를첨가하여제조한빵

의 성지질농도를 보면 조군의 성지질 농도는 103.2± 

5.6 ㎎/㎗이었고, 에 분말 2.0% 첨가구는 92.4±3.9 ㎎/㎗, 

4.0% 에가루첨가구는 88.4±5.2 ㎎/㎗로보여 에분말첨

가빵 여시 성지질농도는유의 인 감소를보 으나

에 분말 첨가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콜 스테롤

증은심 계 질환의 험인자로서만성성인병의 방

치료시 청지질의개선이 요하다. 따라서이에 한식사

요법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28). 동맥경화증은여러가

지원인에의하여유발되는매우복잡한질병이므로그병리

발생원인과기 에 하여는여 히분명치못한 이많다. 

그러나생체내에서지방질 사와는직 으로 련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실험에서나타난바와같이 에분말을첨가한빵은동

물실험에서 청콜 스테롤을유의성있게 하시키고 성

지방농도의 하에도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 성지

질의 하뿐만아니라동맥경화증에 한 방 치료효과

도기 할수있다. 최근성인병에유효한것으로알려진건강

식품에 하여 심이고조되고있다. 따라서본실험결과에

기 할때 에분말이고지 증을포함한동맥경화등의

방과회복에 련되는조 기능을생체에 하여충분히발

휘할수있는기능성식품의 요한인자가될수있다고보여

진다.

요약 결론

본연구에서는 에분말을첨가한빵의기능성을확인하

기 하여 에 분말을 0%, 2.0% 4.0% 첨가하여 제조한

빵을건조하여분말화한다음 0.5% 콜 스테롤을첨가한식

이를 rat에게 6주간 여하여 청지질수 에미친 향에

해 조사하 다. 

1. Rat의 1일평균체 증가량은 조군에비하여 에분

말첨가빵 여시감소하는경향을보 고, 총콜

스테롤 농도는 조군이 94.7±3.4 ㎎/㎗이었으나, 에

분말 2.0% 첨가구는 76.1±1.7 ㎎/㎗, 4.0% 첨가구는 74.1± 

0.9 ㎎/㎗로 에 분말 첨가빵 여시 조군에 비하여

총콜 스테롤농도가유의 으로감소되는경향을

나타내었다. 

2. HDL-콜 스테롤의함량은 에분말첨가빵투여시

조군은 37.3±2.3 ㎎/㎗에서 에분말 2.0% 4.0% 첨가

빵 여군은각각 36.2±1.8 ㎎/㎗, 36.9±3.3 ㎎/㎗로 함량

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LDL-콜 스테롤농도는 조군이 40.9±3.7 ㎎/㎗이었으

나, 에분말 2.0% 4.0% 첨가군은각각 21.4±2.5 ㎎/

㎗, 19.5±3.1 ㎎/㎗를 나타내어 LDL-콜 스테롤이 감소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4. 동맥경화지수결과는 조군이 1.85±0.02에서 에분말

2.0% 4.0% 첨가시 각각 0.48±0.02, 0.50±0.01로 에

분말첨가빵 여시동맥경화지수가유의 으로감소되

어 고콜 스테롤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HDL- 콜 스테롤농도에 한 LDL-콜 스테롤농도비

(LHR)는 조군이 1.2.±0.2 ㎎/㎗, 에분말 2.0% 첨가구

는 0.6±0.1, 에분말 4.0% 첨가구는 0.5±0.2로 에분

말 첨가빵 여시 감소되었다.  

5. 성지질농도는 조군이 103.2±5.6 ㎎/㎗이었고, 에

분말을 2.0%, 4.0% 첨가구는각각 92.4±3.9 ㎎/㎗, 88.4±5.2 

㎎/㎗을보여 에분말첨가빵 여시 성지질농도는

유의 으로감소하는효과를보 다. 본실험결과에서

보는바와같이 에분말첨가빵은동물실험에서 청

콜 스테롤을유의성있게 하시키고 성지방농도의

하에도 향을미치는것으로볼때지방 하뿐만아

니라동맥경화증에 한 방 치료효과에도기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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