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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ormula diet based on pork meat oligopeptides(pork meat protein hydrolysates) was designed for experimental hepatitic 
rats. The rats were given D-galactosamine for 6 days. During this period, the rats were provided with a 12% casein diet 
or the formula diet which was low in aromatic amino acids and rich in branched chain amino acids. The formula diet was 
prepared using pork meat oligopeptides as the principal nitrogen source. The hepatitic rats given the formula diet had lower 
plasma GOT and GPT concentrations. Additionally, the fischer ratio of the plasma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ose rat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lasma insulin-like growth factor-Ⅰ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acid-ethanol extraction among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ormula diet was better for the animals than the casein 
diet. Furtherm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rk meat oligopeptides are an excellent material for preparation of formula 
diets for patients suffering from 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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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육단백질이 우수한 양가를 가진 단백질원임은 지 까

지의 수많은 양학  연구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염 농도에서는 용해되지 않는 섬유상 단백질이 많아서 식육

의 식감 등에 요하게 기인하여 기호도가 높은 식품이기도 

하다(Jurge 등 1975). 그러나 이 용해성의 문제로 인해 식육단

백질을 다양한 식이성 질소원(dietary nitrogen)으로 사용한 

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진은 이 난 을 극복할 

수 있는 식육단백질 효소분해물, 즉 식육 oligopeptide를 조제

하여, 그 이화학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Kim & Hong 2009), 여기서 조제된 식육 oligopeptide는 식육

본래의 아미노산 조성을 그 로 보존함과 동시에 유리아미

노산 함량이 으며, 펩타이드 합도가 아미노산 2개에서 5
개 정도인 고농도 식육 oligopeptide임을 밝혔다. 

이에 이 식육 oligopeptide는 고분자인 단백질과 유리 아미

노산의 형태로는 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3
의 형태의 질소원이라 할 수 있다(Adibi & Morse 1971). 특히, 
In vitro 상에서 이미 소화가 이루어져 있어 소화ㆍ흡수에 용

이하여, 경구ㆍ경장 양액 등의 단백질원으로 매우 유용하게 

연구ㆍ개발되고 있다.(Habold C 등 2005). 이러한 oligopep-
tide(단백질 가수 분해물)류에 한 연구 시도는 1960년 부

터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Faure 등(2005)에 의해 상피세포

의 brush board membrane에서 oligopeptide의 transporter 등이 

분리되고, 소화ㆍ흡수기작이 명확히 밝 지면서 더 많은 

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oligopeptide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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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yuki 등 2000; Hiroyuki 등 2001) 물질을 비롯하여 미각 

련 물질까지 다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桐山 & 荒井 
1990). 이미 Kim & Noguchi(1992)는 돈육 oligopeptide 혼합물

의 최  제조조건을 확립한 바 있으며, 그 방법에 의거해 돈

육 oligopeptide를 제조한 후, 소화 ㆍ흡수의 용이성을 확인

하 다. 한, 질소평형법을 이용한 양 평가를 통해 돈육 

oligopeptide가 식이성 질소원 소재로서 매우 합함을 발표

하 다(Kim 등 2007). 
이어서 본 연구는 돈육 oligopeptide를 경구, 경장 양액 

소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목 으로 실시

하 으며, 성 간질환을 유도한 실험동물에 합한 간질환 

수용성 식이를 설계하여 섭취시킨 후, 그 효과를 분석하 다.

연구방법

1. 실험동물의 성 간질환 유도

실험동물에서의 성 간질환은 D-galactosamine을 복강 주

사함으로써 유도하 다. 즉, 체  180 g의 wistar계 수컷 rat을 

12% 이신 식이를 사육하여, 체  1 ㎏당 0.3 g의 D-galactosa-
mine을 투여하 다(Kim JH 1992). 사료는 12% casein식과 이

것과 동량의 질소를 포함하는 간질환 oligopeptide식으로 하

며 나머지 식이원은 동일하게 조성하 다. 사료를 여함에 

있어서 간질환 모델 동물에게 간질환식을 여한 후, 그 섭취

량을 측정하여 조군 동물에게도 같은 양을 섭취시켰다. 즉, 
실험의 정확성을 해 Pair-feeding 법을 사용하 다(Noguchi 등 

1990).  다른 조군은 이신 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는 

군(ad libitum)을 설정했다. 6일간 사육한 후, 7일째 되는 날 

아침 10시에 채 하고, 장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Yoon & Son 2009).

2. 실험식의 설계

상기의 방법으로 간질환을 유도한 모델동물을 비실험을 

한 결과, 간질환 동물의 장 에는 isoleucine, leucine, valine
의 농도가 감소하 으며, phenylalanine, tyrosine, lysine, threo-
nine, 함황 아미노산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이에 감소한 아

미노산의 함량은 증가시키고, 증가한 아미노산의 함량은 반

로 감소시키도록 실험식을 설계했다.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한, 이 사료의 아미노산 조성을 National Research 
Council(National research council 1978)에서 제시한 정상 rat의 

필수아미노산 필요량과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Yamaguchi 
& Kandatsu 1973). 간질환 실험식은 질소원의 40%가 식육 

oligopeptide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식육 oligopeptide는 Kim 
등(2007)이 제조한 방식에 의해 돈육에서 정제 단백질을 조

제하고, 소화효소 펩신(p-7000, Sigma)을 사용하여 각단백질

Table 1. Composition of the designed diet for hepatitis

Component % of diet
Meat protein hydrolysate   4.8
Gluten hydrolysate   2.4
Essential amino acids   2.7
Glutamine acid   2.1
Corn starch  72.85
Soybean oil   5.0
Cellulose powder   5.0
Mineral mixture1)   4.0
Vitamin mixture1)   1.0
Choline chloride   0.15

Total 100.0
1) Formulated according to American Institute of Nutrition,
Based on the pattern of Rogers ＆ Harper(Harper AE. 1976).

Table 2. Essential amino acid composition of the de-
signed diet for hepatitis recommended by National Aca-
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78)

Amino acids
Diet for hepatitis

% of diet
NRC

% of diet
Histidine 0.30 0.30
Isoleucine 1.00 0.50
Leucine 1.50 0.75
Valine 1.15 0.60
Phenylalanine plus tyrosine 0.40 0.80
Methionine plus cystine 0.30 0.60
Tryptophan 0.15 0.15
Lysine 0.35 0.70
Threonine 0.35 0.50

Total 5.50 4.90

에 해당되는 최 의 분해조건에서 가수분해를 시켰다. 소화

과정이 끝난 후 시료액을 80% 에탄올 용액이 되도록 조정하

여 침 물을 제거하 다. 여과액 에 남아 있는 에탄올과 염

산을 Rotary evaporator(EYELA N-1000, Japan)로 완 히 제거

한 후 동결 건조시켜서, 돈육 oligopeptide을 얻을 수 있었으

며, 이를 질소원 소재로 사용하 다(Fig. 1).

3. 분석항목

간질환 실험식의 효과를 알기 해서 다음과 같은 효소의 

활성을 측정했다. 장  glutamic-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pyruvic transaminase(GPT)치를 분석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내분비학  응답을 확인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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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pork meat oligo-
peptide.

insulin-like growth factor-I의 농도를 측정했다. 이 호르몬의 

측정방법은 Noguchi 등(1990)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에서 산으로 추출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이 추출 조작 없이 

직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특유의 단백질 

양의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측정했다. 
한, 실험식에 사용 한 새로운 아미노그램 설계의 합성

을 보기 하여 장 유리아미노산 농도를 측정했다.

4. 통계처리

실험결과들은 SA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실험군 간의 통계  유의성은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 다.

결과  고찰

Fig. 2에는 각 실험식군의 식이섭취량과 체 의 변화를 나

타냈다. D-galactosamine을 투여하면, 격하게 식이섭취량이 

하하며, 체 이 감소했다. 그러나 3일 후부터는 사료섭취

량이 다시 회복되었다. 7일 후 장  GOT, GPT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Table 3으로 간질환 동물에게 이신 식이를 

투여한 군에서는 GOT, GPT 농도가 유의하게 상승했으나, 간

Fig. 2. Changes in food intake and body weight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able 3. Plasma GOT and GOP activities in the 5 
experimental groups of rats

Experimental groups GOT
(unit/ℓ)

GPT
(unit/ℓ)

Treatment Diet
Control Casein, ad libitum 66.0±2.2 14.7±0.9
Control Casein, pair-fed 60.1±1.8 14.2±1.2
Control Oligopeptide, pair-fed 51.9±1.0 18.6±2.5
D-galactosamine Casein, pair-fed 72.8±2.9* 36.5±1.2
D-galactosamine Oligopeptide, ad libitum 57.3±1.9* 15.1±1.8

Mean±SEM,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 groups(p<0.05).

질환 동물에게 oligopeptide식을 투여한 군에서는 GOT, GPT 
상승억제작용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장에 있는 유리아미노산  필수아미노산 농도를 

Fig. 3에 나타냈다. 이신식을 투여한 간질환 동물에서 하

된 분지형 아미노산 농도가 간질환 oligopeptide식을 투여한 

군에서 회복되었으며, 반 로 격히 상승한 방향족 아미노

산, 함황 아미노산 등의 농도가 정상치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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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asma essential amino acid concentrations in 
normal and hepatitis rats fed on the casein of the designed
diet.

Table 4. Plasma fischer ratio in the 5 experimental
groups of rats

Experimental groups
Fischer ratio

Treatment Diet
Control Casein, ad libitum 2.7±0.1b

Control Casein, pair-fed 2.1±0.2b

Control Oligopeptide, pair-fed 3.8±0.3c

D-galactosamine Casein, pair-fed 1.4±0.5a

D-galactosamine Oligopeptide, ad libitum 8.5±0.4d

Mean±SEM,
Groups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타났다. 이 결과를 기 으로 간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좋은 지

표인 Fisher 비를 산출하여 Table 4에 나타냈다. 간질환 동물

에서 격하게 하한 Fisher 비가 간질환 oligopeptide식을 

투여한 후 회복됨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는 장  insulin-like growth factor-I의 농도로 

산 용액에서 추출하여 assay한 방법과 직  추출하여 assay한 

측정치이다. 자유 섭취군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농도를 나타

냈으며 다른 실험군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간질환 동물에서는 일반 으로 장 에 GOT, GPT 농

도가 상승한다. 한,  아미노그램의 패턴은 분지형 아

미노산 농도가 감소하며 방향족 아미노산이나 함황 아미노

Fig. 4. Plasma insulin-like growth-Ⅰ concentrations in
the 5 experimental groups of rats before and after acid-
ethanol extraction.

산의 농도가 상승함이 알려져 있다(Ekhar & File 1998). 번 

간질환 유도 동물, 즉 D-galactosamine 투여 동물에서도 간

질환시에 나타내는 형 인  아미노그램 패턴을 나타

냈다. 그러므로 간질환 아미노그램을 보정할 수 있게 설계한 

oligopeptide식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이들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서 이번에 설계한 oligopeptide 식이 간질

환식으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장  insulin-like 
growth factor-I의 변화를 보면 이신 자유섭취군을 제외하고

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D-galactosamine에 의해 유

도된 실험동물이 자유섭취군과 pair-feeding군 사이의 기 식

이 섭취량의 차이가 컸으므로 실험결과에 섭취량의 차이는 

반 되었으나 실험식 간의 질의 차를 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후의 실험은 만성 간질환 모델 등을 사용하여 검토함이 

당할 것 같다. 번 연구과정에서 돈육 oligopeptide가 나타

낸 유효성은 이 질소원 소재가 앞으로 간질환자의 식이 소재

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조제한 돈육 oligopeptide는 무색, 무취의 뛰어난 

수용성을 나타낸 분말 성상으로 경구 섭취는 물론 경  유

액의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우수한 

oligopeptide를 제조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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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돈육으로 조제한 oligopeptide를 간질환에게 합한 아미노

그램의 질소원으로 설계하여 그 실험식을 투여한 후 유효성

을 조사했다. 먼  간질환 동물로서는 D-galactosamine을 복

강주사 한 수컷 rat을 사용했다. 이 간질환 유도동물의 장 

유리 아미노산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분지형 아미노산 농도가 

증가하고, 방향족 아미노산과 함황 아미노산, 리신 등이 감소

했으므로 이를 보정하는 아미노그램의 실험식을 설계했다. 
간질환 동물에게 oligopeptide식을 섭취시킨 군은 이신 식
이를 섭취시킨 조군과 비교하여 장 유리 아미노산이 정

상 농도에 가깝게 보정되었다. 그 결과 Fisher비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한, 간질환 동물에게 oligopeptide식을 투여한 

군은 조군과 비교하여, GOT, GPT가 정상치에 가깝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는 이번에 설계, 조제한 간질환 oligopeptide
식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번 실험에 사용한 

oligopeptide는 돈육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그 정제단백질로 

조제한 oligopeptide로서 무색, 무취로 용해도가 뛰어나 가공

에 유리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각종 질병 

등을 포함한 다용도의 경구, 경장액에 사용할 수 있는 질소원 

소재로서 우수한 가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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