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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brinolytic activity of aqueous extracts from Korean indigenous insects were studied. Fibrinolytic activity of aque-
ous extract from 5 insects (larva and adult parts of Meloimorpha japonica, Allomyrina dichotoma, Cetonia pilifera, Apis
mellifera) showed 2.7-fold potent than that of plasmin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addition, the fibrinolytic activity
was observed through the degradation products by SDS-PAGE. The extracts efficiently hydrolyzed α-, β- and γ chains
of human fibrinogen. This study suggested that aqueous extracts from Korean indigenous insects have potential in
developing a useful source of antithrombosi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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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고령화에 따

라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

환의 대표적 증상인 혈전증은 내인성 또는 외인성 요인

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혈전이 증가하여 정상 혈류를 방

해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이러한 혈전이 심장 또는 뇌에

서 나타나는 경우 심근경색증, 뇌졸중, 폐동맥 경색증 등

의 심각한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Ryu et al. 2008).

혈전의 생성은 혈관의 손상에 따른 출혈로 인해 시작

된다. 혈액의 응고 기작은 혈관 벽에 혈소판이 점착, 응

집하여 혈소판 혈전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혈액응고계가

활성화 된다. 그 중, thrombin의 활성화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반응이다. 활성화된 thrombin의 작용으로 인해

fibrinogen이 불용성의 격자 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fibrin

혈전이 생성된다. 혈전이 모세혈관이나 뇌혈관 등에 축적

이 되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각 조직으로의 영양분 및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혈압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혈전들은 상처복구 후에 분해되지 않은 채 혈관

내를 순환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Butenas

and Mann 2002, Yun-Choi et al. 1995, Yun et al. 1996). 

현재 상용되고 있는 혈전용해제는 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 urokinase, streptokinase, staphylokinase 등이 있

으며, 이들 중에서 urokinase만이 경구투여가 가능하다. t-PA

의 경우 반감기가 짧은 단점이 있으며, 이 용해제들은 혈

전에 대한 선택성이 낮아 전신출혈 및 알레르기 반응 등

의 부작용과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Baruah et al. 2005,

Choi et al. 2013).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혈

전용해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주로 안전성에 근거를

두어 한약재 또는 식품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곤충의 다

양성과 활용성으로 인해 유용 곤충의 이용에 대한 관심

도가 증가하고 있다.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존

재하며 180만종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12,000종 이

상이 서식하고 있다(Ryu et al. 2008). 곤충에 관한 연구

로는 귀뚜라미 추출물의 간 보호 및 항피로 효과(Ah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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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a), 무당벌레의 항산화·염증효과(Han et al. 2006,

Heo et al. 2006, Park et al. 2005) 등이 보고되었고, 항혈

전 효과로는 선태(흑매미 우화허물), 자충(바퀴벌레), 상표

초(사마귀알집), 홍랑자(매미) 등의 중국 시판 곤충에서 활

성을 나타내었다(Hahn et al. 1999). 또한, 중국시판 곤충

을 포함하는 곤충시료 추출물 중 동충하초, 벼메뚜기, 전

갈의 물 추출물에서 항트롬빈 활성이 보고되었고(Ahn et

al. 2002b), 침노린재과의 흡혈곤충들에서 혈전생성 억제

활성(Morota et al. 2006, Noeske-Junqblut et al. 1994)이 보

고되어 곤충자원의 약용생물자원 및 기능성 식품소재로

개발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유용곤충을 대상으로 혈전 용해능을 탐색하고 유용곤

충의 활용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준비 및 조제

시험곤충은 메뚜기목(Orthoptera), 딱정벌레목(Coleoptera),

벌목(Hymenoptera), 파리목(Diptera) 등 국내 서식종 28점

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사육 또는 보존 종이다.

분석에 사용된 메뚜기목은 귀뚜라미(Velarifictorus aspersus),

방울벌레(Verlarifictorus aspersus), 메뚜기(Oxya japonica

japonica)이며, 딱정벌레목에는 거저리(Neatus ventralis), 장

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 꽃무지(Cetonia pilifera), 울

도하늘소(Psacothea hilaris), 벌목에는 꿀벌(Apis mellifera),

서양뒤영벌(Bombus terrestris), 파리목에는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를 이용하였고, 기타 밀웜(Zophobas morio), 거미

(Hirudinea), 지네(Centipede), 동충하초(Paecilonyces tenuipes)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험곤충은 성장단계 중 유충, 번데

기 또는 성충시기로 각각 구분하였다(Table 1).

각 시료는 e-tube에 100 mg을 넣고 마쇄하여 균질화 한

후 증류수 및 70% 에탄올을 1.2 mL넣고 24시간 동안 상

온에서 교반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원심분리를 13,200 rpm,

30분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추출물은 동결건조 하여 분말

화한 후, 증류수 또는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인

후 100 mg/mL 농도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혈전 용해능 측정을 위한 fibrin plate 제조

Astrup과 Mullertz의 fibrin plate 법(Astrup and Mullertz

1952)을 응용하였고, 혈액 응고 효소인 thrombin(T6884,

Sigma, St. Louis, MO, USA)과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fibrinogen(F4883, Sigma)을 사용하였다. Thrombin은 20 U/mL,

fibrinogen은 0.5% (w/v) 농도로 PBS에 용해시켜 사용하

였다. 12 well plate에 thrombin 100μL를 처리 후

fibrinogen 1 mL을 잘 혼합하여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넣

고, 완전히 밀봉하여 건조 오븐에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fibrin 막을 만들었다. Fibrin 막 위에 종이막(8 mm,

thick)을 올려놓고 각 50 mg/mL, 10 mg/mL 및 1 mg/mL의

농도의 시료 30 µL를 흡수가 용이하도록 천천히 점적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반응 시켰다. 효소에 의해 용해된

fibrin막의 용해면적을 측정하여 plasmin에 의한 용해 면

적과의 상대적인 활성을 측정하였다. 

3. Fibrin 분해산물의 단백질 정량

SDS-PAGE를 위한 fibrin 분해산물의 단백질의 농도 측

정은 Bradford(Bradford 1976) 방법에 의해 단백질 정량

kit (Bio-Rad, USA)를 사용하여 OD595에서 흡광도를 조

사하였으며, 표준단백질로는 bovine serum albumin(BSA)(0-

Table 1. A list of insect used in this study

Sample 

no.
Order Species of insect

Developmental 

stage

1

Orthoptera

Velarifictorus aspersus 

(Walker)
Larva

2
Velarifictorus aspersus 

(Walker)
Adult

3 Meloimorpha japonica Larva

4 Meloimorpha japonica Adult

5 Oxya japonica japonica Adult

6 Oxya japonica japonica Adult

7

Coleoptera

Neatus ventralis Larva

8 Neatus ventralis Pupa

9 Allomyrina dichotoma Larva

10 Allomyrina dichotoma Adult

11 Cetonia pilifera Larva

12 Cetonia pilifera Adult

13 Psacothea hilaris Larva

14 Psacothea hilaris Adult

15

Hymenoptera

Apis mellifera Larva

16 Apis mellifera Pupa

17 Bombus terrestris Larva

18 Bombus terrestris Pupa

19 Bombus terrestris Adult

20
Diptera

Hermetia illucens Larva

21 Hermetia illucens Pupa

22

Etc.

Zophobas morio Larva

23 Zophobas morio Pupa

24 Hirudinea Adult

25 Centipede Adult

26 Paecilonyces tenuipes Fruit body

27 Paecilonyces tenuipes Host

28 Paecilonyces tenuipes Syne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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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ug/mL)을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 kit의 방법에 따

라 fibrin 분해산물을 증류수로 5배 희석한 후 96 well plate

에 시료와 dye reagent를 넣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4.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단백질의 전기영동은 Laemmli의 방법(Laemmli 1970)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정제한 효소 용액을 0.06 M Tris-

HCl (pH 6.9), 2% (w/v) sodium dodecyl sulfate, 5% (w/v)

β -mercaptoethanol, 10% (w/v) glycerol과 0.001% (w/v)

bromophenol blue를 혼합한 변성시약과 혼합 후, 100℃ 물

에서 중탕하여 5분간 가열하였다. 이 시료와 표준 단백질

시료를 5% acrylamide로 된 stacking gel 과 10% acrylamide

로 된 separating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하였다. 각 시

료의 단백질 양은 15 ug으로 조정하고, 전기영동 후 coomassie

brilliant blue 용액으로 30분간 염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Fibrin plate를 이용한 혈전 용해 활성 측정 결과

Fibrin plate의 용해실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Fibrinolytic activity on the fibrin plate from extracts of insects

No. Species of insect Developmental stage

Fibrinolytic activity 

(% of control)

70% EtOH extract Aqueous extract

Control 1)Plasmin - 100

1 Velarifictorus aspersus (Walker) Larva 9.5 054.6 

2 Velarifictorus aspersus (Walker) Adult 21.4 016.6 

3 Meloimorpha japonica Larva 23.8 237.5 

4 Meloimorpha japonica Adult 20.2 237.5 

5 Oxya japonica japonica Adult 49.9 016.6 

6 Oxya japonica japonica Adult 35.6 021.4 

7 Neatus ventralis Larva 20.2 173.4 

8 Neatus ventralis Pupa 21.4 000.0 

9 Allomyrina dichotoma Larva 17.8 142.5 

10 Allomyrina dichotoma Adult 19.0 237.5 

11 Cetonia pilifera Larva 16.6 237.5 

12 Cetonia pilifera Adult 23.8 192.4 

13 Psacothea hilaris Larva 38.0 061.8 

14 Psacothea hilaris Adult 23.8 237.5 

15 Apis mellifera Larva 26.1 237.5 

16 Apis mellifera Pupa 23.8 040.4 

17 Bombus terrestris Larva 28.5 220.9 

18 Bombus terrestris Pupa 27.3 000.0 

19 Bombus terrestris Adult 47.5 159.1 

20 Hermetia illucens Larva 42.8 118.8 

21 Hermetia illucens Pupa 42.8 000.0 

22 Zophobas morio Larva 29.7 000.0 

23 Zophobas morio Pupa 35.6 000.0 

24 Hirudinea Adult 29.7 000.0 

25 Centipede Adult 35.6 000.0 

26 Paecilonyces tenuipes Fruit body 24.9 000.0 

27 Paecilonyces tenuipes Host 26.1 000.0 

28 Paecilonyces tenuipes Synemata 24.9 000.0 

1)Plasm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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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으로 사용한 plasmin (3 U/mL)의 용해능을 100%

기준으로 하여 곤충 추출물 (50 mg/mL)의 혈전용해 활성

을 나타내었다. 각 곤충시료의 70% 에탄올 추출물의 혈전

용해 활성 실험 결과, 대조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5-49.9%

정도로 활성이 낮았다. 그러나 물 추출물의 경우 방울벌레

유충 및 성충(시료 3, 4), 장수풍뎅이 성충(시료 10), 꽃무지

유충(시료 11), 울도하늘소 성충(시료 14), 꿀벌 유충(시료 15)

의 물 추출물에서 plasmin의 용해능 대비 237.5%의 활성으로

대조군 보다 2.7배 이상의 혈전 용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Ahn et al.(2002b)의 연구에서 plasmin의 용해능

대비 쇠똥구리(2배), 홍랑자(2.3배), 풍뎅이(2배), 벼메뚜기

(1.8배)의 혈전용해 실험 결과보다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

었다. 이는 혈전 용해 활성 물질이 에탄올 보다는 물에

잘 용해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혈전 용해능이 높은 방울벌레 유충과 성충(시료 3, 4),

장수풍뎅이 성충(시료 10), 꽃무지 유충(시료 11), 꿀벌 유

충(시료 15)의 물 추출물의 농도별 혈전 용해 활성을 측

정하였다. 50 mg/mL, 10 mg/mL 및 1 mg/mL의 농도 처리

후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결과 Fig. 1.의

A에서와 같이 대조구로 사용한 plasmin과 비교하였을 때

50 mg/mL의 농도에서 fibrin plate를 완전 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mg/mL 농도에서의 혈전 용해 활성은 고농

도 처리 군과 동일한 우수효능을 나타내었으나 꿀벌 유

충(시료 15) 물 추출물의 경우 혈전 용해 활성이 유의적

으로 낮았다. 1 mg/mL의 농도에서는 방울벌레 성충(시료

4)의 물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혈전 용해 활성을 나타내

었고, 다른 시료 추출물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따라

서 본 실험 결과는 곤충 시료의 물 추출물이 높은 효능

및 경제성을 지니는 천연 추출물 유래 혈전 용해제로서

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Fibrin 분해산물의 분리

혈전용해 활성 측정법으로 fibrin plate법을 사용한 경우

plasmin activator와 plasmin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는 direct-

acting fibrinolytic enzyme의 활성도 측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Ahn et al. 2002b). Fibrinogen에는 plasmin의 전구체인

plasminogen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direct-acting

fibrinolytic enzyme의 활성 측정을 위하여 plasminogen이

제거된 fibrinogen을 사용하였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

한 비특이적 분해 작용에 의해서도 혈전용해 활성이 확

인되므로 혈전용해 반응 후 fibrinogen 분해 산물의 구

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DS-PAGE를 진행하였다.

곤충 시료의 fibrin plate 분해 산물을 fibrinogen과 함께

전기영동을 통하여 분리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대

조군인 plasmin 및 곤충 추출물은 fibrinogen의 α ,  β ,  γ

chain을 분해하였다. 특히, 가장 큰 분자량의 α-chain의 경

우 모든 처리군에서 전부 분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풍뎅이 성충(시료 10), 꽃무지 유충(시료 11), 꿀벌 유충

(15번) 물 추출물의 단백질 분해물은 plasmin의 분해 패

Fig. 1. Fibrinolytic activity of insect extracts analyzed by dose-

dependent A, fibrin plate; B, fibrinolytic activity. The human

fibrin clot was incubated with extracts at different sample: larva part

of Meloimorpha japonica (sample no. 3; 50, 10, 1 mg/mL); adult part

of Meloimorpha japonica (sample no. 4; 50, 10, 1 mg/mL); adult

part of Allomyrina dichotoma (smaple no. 10; 50, 10, 1 mg/mL);

larva part of Cetonia pilifera (sample no. 11; 50, 10, 1 mg/mL);

larva part of Apis mellifera (sample no. 15; 50, 10, 1 mg/mL) at

37oC for 24 h. Plasmi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data is

represented as a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Fibrinolytic activity of insect extracts. All hydrolyzing

patterns are shown on SDS/10% PAGE. The partial human fibrin

clot was prepared by thrombin inducing clot and incubated with

extracts at different sample: M, protein molecular weight

markers; F, fibrinogen; P, plasmin(3 U/mL); lane 1, larva part of

Meloimorpha japonica (sample no. 3, 10 mg/mL); lane 2, adult

part of Meloimorpha japonica (sample no. 4, 10 mg/mL); lane 3,

adult part of Allomyrina dichotoma (sample no. 10, 10 mg/mL);

lane 4, larva part of Cetonia pilifera (sample no. 11, 10 mg/mL);

lane 5, larva part of Apis mellifera (sample no. 15, 10 mg/mL) at

37
o
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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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외 방울벌레 유충, 성

충(시료 3, 4)물 추출물의 가수분해 패턴은 plasmin과 비

교 하였을 때, 높은 분자량의 단백질보다 저분자량의 단

백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ibrinogen은 330 kDa의 분자량의 단백질로서 서로 다

른 3쌍의 polypeptide chain(α ,  β ,  γ )이 이황화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polypeptide chain의 분자량은 63.5 kDa,

56 kDa 및 47 kDa이다. Fibrin은 thrombin의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단백질로서 α-, β -ch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분자량의 peptide로 이루어져 있다. Thrombin의 작

용에 따라 fibrinogen보다 낮은 용해성을 가지고 있는 fibrin

이 생성되고 불용성인 fibrin은 높은 분자량의 subunit으로

결합된다(McKee et al. 1970). Plasmin은 fibrin clot을 용

해시키는 물질로서 serine protease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며, fibrinogen의 subunit을 분해시킨다. Plasmin의 작용으

로 분자량 45-42 kDa, 22-28 kDa 크기 사이의 분해산물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Siritapetawee et al. 2012). 본 실

험 결과에서 45-42 kDa와 30 kDa 미만의 분해산물이 생

성된 것으로 보아 방울벌레 유충 및 성충(시료 3, 4), 장

수풍뎅이 성충(시료 10), 꽃무지 유충(시료 11), 꿀벌 유

충(시료 15)의 물 추출물은 plasmin과 비슷하거나 더 강

한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의 가치는 다양성 차원에서 관심

이 확대되고 있다. 화분매개용으로 뒤영벌, 꿀벌, 애꽃벌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애완용으로 나비류, 사슴벌레, 장수

풍뎅이 등이 이용되고, 이 밖에도 해충방제용, 먹이, 환경정

화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곤충자원의 식·약용

소재화 및 상품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가능

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곤충 산업이 21세기 녹색 신 성

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곤충 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최대 38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으며, 국내 시장규모도 2009년 약 1,570억 원에서 2015년

약 3,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용 곤충 자

원의 활용 범위가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 유용곤충 5종 추출물

은 높은 혈전 용해 활성을 나타내어 이들의 식·곤충

자원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적  요

국내 유용 곤충의 70% 에탄올 및 물 추출물의 혈전용

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ibrin plate를 이용하여 혈전

용해능을 측정하였고, 그 분해산물을 SDS-PAGE를 이용

하여 분리하였다. 그 결과 5종 (방울벌레 유충, 방울벌레

성충, 장수풍뎅이 성충, 꽃무지 유충, 꿀벌 유충)의 물 추

출물에서 plasmin과 비교하여, 높은 혈전 용해 능을 나타

내었고, 분해 패턴 또한 plasmin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단

백질 분해능을 나타내어 물 추출물에서 높은 혈전 용해

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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