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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effects of silkworm, Bombyx mori L.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BFSP) and Aspergillus kawachii (AFSP) at the 5% (w/w) levels in Sprague-Dawley rats,
which was intoxicated with 1% (w/w) orotic acid (OA) for 10 days. The rat group administered silk-
worm powder showed improvements in fatty liver condition. Consumption of fermented silkworm
powder reduced triglyceride concentrations in the liver tissues and serum and increased the serum
lipid concentrations to normal levels, thereby aiding in improving fatty liver conditions. These effects
were more pronounced in the BFSP than that in SP or AFSP in orotic acid-induced hepatotoxicity and
oxidative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fermented silkworms are considered to be a material with sig-
nificant potential for development into a functional health food that can improve fatty liver
conditions.

Key words : Bombyx mori L., Bacillus subtilis, Aspergillus kawachii, fermentation, orotic acid, fatty liver

*Corresponding author

*Tel：+82-51-200-7586, Fax：+82-51-200-7505

*E-mail : choys@da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6. 789~795 DOI : http://dx.doi.org/10.5352/JLS.2013.23.6.789

서 론

체내 중성지질 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간은, 식생활 양상

의 변화로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대

사성 질환, 영양분 과다 섭취, 다량의 알코올 섭취 등으로 중성

지질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을 축적하게 된다[17, 22].

Orotic acid (OA)는 carbamyl phosphate와 aspartic acid

등의 폐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pyrimidine nucleotide 생합

성의 중간생성물로서[20], 고 sucrose 식이에 1% 수준으로 첨

가하여 흰쥐에 1주일 이상 투여시켰을 때 간장에 중성지방이

이상적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8]. OA-유발 지방간은 간 독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지질 대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부터 지질 대사에 관련된 지방간 모델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7, 13].

최근 새로운 생물자원으로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조명되면

서 누에 유충을 이용하여 생리활성을 검색하고, 그 대사기작

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물질을 분리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4, 19, 21].

누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펩티드, 미네랄, deoxynojir-

imycin 그리고 섬유질와 같은 임상적과 영양적 가치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15].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을

포함하는 누에 추출물 섭취가 동물실험에서 혈청 지질과 글루

코오스의 상당한 감소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23]. 또한

이전 연구에서 누에의 배설물이 알코올 유발성 간독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오늘날 식품 및 음료사업은 친환경적인 것을 찾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어 발효산업이 접목 되고 있다. 또한, 발효관련

미생물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Aspergillus 및 Bacillus 속 균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권에서 주로 발효식품 및 양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 11].

특히 고단백 식품 소재를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난 Bacillus 속

과 같은 미생물로 발효시킬 경우 균 생육이 촉진되는 동시에

균주가 생산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세포벽 파괴로 인해 미분해

성 물질들의 분해가 촉진되어 가용성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되

기도 하고, 분비 효소에 의해 단백질을 유리아미노산, oligo-

peptide, 저분자 단백질이 생산 되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이 생성됨으로서 원료 소재 보다는 기능성이 강화된 식품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9]. Aspergillus oryze, Aspergillus kawachii

균주[11]로 발효시킨 발효 누에와 발효 대두 koji로부터 강력

한 항산화 물질이 생산되었고, 효모 및 Bacillus 속 균주에 의해

서도 배양배지 속에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스트레스는 간질환 유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Aspergillus 및 Bacillus 속 균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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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

Ingredients N
Orotic acid

OA SP
1)

BFSP
2)

AFSP
3)

GA
4)

Casein 20 20 17.5 17.5 17.5 19.35

Corn starch 15 15 15 15 15 15

Sucrose 45 44 41.5 41.5 41.5 41.5

Cellulose 5 5 5 5 5 5

Corn oil 10 10 10 10 10 10

Mineral mixture5) 3.5 3.5 3.5 3.5 3.5 3.5

Vitamin mixture
6)

1 1 1 1 1 1

Choline bitartrate 0.2 0.2 0.2 0.2 0.2 0.2

DL-Methionine 0.3 0.3 0.3 0.3 0.3 0.3

Orotic acid 1 1 1 1 1 1

SP 0 0 5 0 0 0

BFSP 0 0 0 5 0 0

AFSP 0 0 0 0 5 0

GA 0 0 0 0 0 3.15

Total (%) 100 100 100 100 100 100
1)SP: Silkworm powder
2)

BFSP: Bacillus subtillis fermented silkworm powder
3)

AFSP: Aspergillus kawachii fermented silkworm powder
4)GA: Glutamic acid
5)

AIN 93 M-MX mineral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6)

AIN 93 VX vitamin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용한 발효에 의해 만들어지는 항산화 및 간 보호 물질이 주목

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spergillus kawachii 및 Bacillus sub-

tilis 균주에 의해 발효된 누에 분말을 이용하여 지방간 개선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Orotic acid-유발 지방간 흰쥐의 혈액

및 간장의 지질농도, 임상생화학적 및 조직형태학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B. subtilis) 및 Aspergillus ka-

wachii KCCM 32819 (A. kawachii) 균주를 사용하여 열풍건조

누에분말을 발효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 배양 시킨 B. sub-

tilis 균주를 살균한 열풍건조 누에 분말에 접종한 후 37℃에서

48시간 발효시킨 후 6시간 동안 열풍 건조시켜 실험동물에

사용하였다[9]. 또한 PD (Potato Dextrose)액체배지에서 150

rpm, 30℃ 조건에서 72시간 전 배양 시킨 A. kawachii 균주도

살균한 열풍건조누에분말에 접종하여 30℃에서 12일간 발효

시킨 후 60℃에서 6시간 동안 열풍 건조시켜 얻은 발효 누에

분말 시료를 동물실험에 사용하였다[5].

식이조성 및 실험군

식이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정상군(N), 오르틴산(Orotic

acid) 투여 대조군(OA), OA + 누에 분말 투여군(SP), OA +

B. subtilis 발효 누에 분말 투여군(BFSP), OA + A. kawachi 발효

누에 분말 투여군(AFSP) 및 OA + glutamic acid 투여군(GA)

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발효 누에 분말의 식이 중

첨가량 결정은 전보[23]의 방법에 준하였으며, 이때 식이 중에

첨가한 발효 누에 분말과 글루탐산은 단백질원인 카제인과

당질원인 설탕으로 대체하여 첨가하였다. 글루탐산은 누에 분

말 아미노산에서 차지하는 용량만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실험동물은 6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대

한 바이오링크 (충북 음성, 한국)에서 구입하여 일주일간 시판

고형사료를 급여하면서 환경에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하

였다. 본 실험은 체중이 동일하게 난괴법(randomized com-

plete block design)으로 분류하여 사육실 온도(22±2℃)와 습

도(50±5%) 및 명암주기(명주기: 07:00～19:00)가 조절되는 동

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사육 기간 중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고, 체중은 처음 시작일과 마지막 실험일에 측정하였

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

인번호:DIACUC-승인-10-22)을 받아 진행하였다.

동물실험, 시료 채취 및 분석시료 조제

동물실험은 10일간 각 군별로 조제사료를 급여하면서 사육

한 후, 실험 최종일 12시간 이상 절식시킨 후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시켜 해부하였다. 개복 후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약 30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3,000 r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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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SP, BFSP, AFSP, and GA on the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water consumption in orotic acid feeding

rats

Group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Water consumption (ml/day)

N 68.17±4.32a 19.63±0.33NS 28.93±1.03NS

OA 40.72±5.34
b

19.23±0.23 29.64±0.84

SP 50.08±5.26
b

18.70±0.41 31.75±1.29

BFSP 51.93±4.31b 18.23±0.36 29.75±1.17

AFSP 48.30±3.15
b

19.45±0.74 29.00±1.35

GA 41.19±9.27b 18.33±0.35 28.78±0.6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E., n=6). NS: Not significant different.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3. Effects of SP, BFSP, AFSP, and GA on the tissues relative weight in orotic acid-induced fatty liver model rats

(% of terminal B.W)

Groups N OA SP BFSP AFSP GA

Liver 3.16±0.07
a

4.66±0.24
b

4.20±0.20
bc

3.85±0.06
c

4.20±0.11
bc

4.57±0.23
b

Kidney 0.76±0.02a 0.78±0.01a 0.73±0.02a 0.67±0.02b 0.73±0.01a 0.76±0.01a

Heart 0.37±0.02
a

0.38±0.01
a

0.36±0.01
ab

0.35±0.01
ab

0.33±0.01
b

0.37±0.01
ab

Spleen 0.27±0.02
a

0.24±0.01
ab

0.21±0.01
b

0.26±0.02
a

0.24±0.01
ab

0.23±0.01
ab

Testis 0.96±0.02a 1.07±0.02bd 1.04±0.03b 1.14±0.02c 1.13±0.02c 1.13±0.03cd

Epididymal fat pad (g) 1.37±0.07
a

1.14±0.07
bc

1.23±0.06
ab

1.12±0.02
bc

1.07±0.04
b

1.30±0.02
ac

Perirenal fat pad (g) 1.06±0.05a 0.84±0.04b 1.01±0.05a 1.05±0.05a 0.74±0.09b 0.80±0.01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얻어 혈청 생화학적 분석에

제공하였다. 채혈 후 각 조직을 적출하여 차가운 0.9% 생리식

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분석시료로 제공하였다.

혈청 지질농도 및 생화학적 지표분석

혈청 중의 total lipid, trigylceride, total-cholesterol, phos-

pholipid, 유리지방산은 의료전문수탁검사기관인 네오딘의학

연구소(서울, 한국)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간 조직의 총 지질

은 이전의 실험방법에 준하여 추출하였으며[12], 중성지질 농

도는 혈청의 lipase-glycerol phosphate oxidase법을 응용한

commercial ki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사용

하였다[18].

간조직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동물해부 직후 적출한 간을 냉각 생리식염수로 관류하여

혈액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조직의 일정한 부위의 일부를 취

하여 10% 중성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여 통상적인 조직처리

인 파라핀 포매 과정을 거쳐 3~4 μm 두께로 절편하여 hema-

toxylin and eosin (H&E) 염색 한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41, Olympus Co., Tokyo, Japan)으로 관찰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치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한 평균치와 표준오차(mean ± SE)로 표시하였으며,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

다[10].

결과 및 고찰

식이 및 음료 섭취량 변화

Orotic acid 1% 수준을 첨가하여 지방간을 유도한 흰쥐에

누에 분말, B. subtilis 발효 누에 분말, A. kawachii 발효 누에

분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조군인 Glutamic acid

와 함께 5% 농도를 10일간 기본식이에 첨가하여 투여하였다.

Orotic acid는 간장의 중성지질 증가와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정상군에서 체중이 증가한 것

에 비해 OA대조군에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OA투여에 의

해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식이섭취량은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각 장기의 무게

상대적 간 조직의 무게는 정상군(N)군 3.16%에 비교해서

OA 투여 대조군에서 4.66%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여 중성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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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N   OA   SP  BFSP AFSP GA              N   OA   SP  BFSP AFSP GA

Fig. 1. Effects of SP, BFSP, AFSP, and GA on the triglyceride concentration of liver (A) and serum (B) in orotic acid feeding ra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 B

Fig. 2. Concentrations of total polyphenolic compound (A) and flavonoids (B) in SP, BFSP and AFSP.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의 축적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간 유발이 확인되었고(Table 3),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7]. 그러나 OA

투여에 의한 이러한 상대적 간 조직의 무게 변화는 SP, BFSP

및 AFSP 투여에 의해 각각 4.20, 3.85, 4.20%로 약간씩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나, GA 투여군에서는 4.57%로 OA 투여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 심장, 비장 조직의 상대적 중

량은 정상군과 OA 투여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실험군에 의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고환 주변 및 신장 주변의 지방 조직 무게는 정상군이 OA를

투여한 모든 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 조직 및 혈청 중성지질 농도

간 조직의 중성지질 축적은 비 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지

방간 유발 원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3]. 본 실험에서 OA

투여에 의해 간 조직의 중성지질 농도가 정상군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은 OA 유발 지방간의 특징을 잘 반영해주는 결과이

다(Fig. 1). OA 섭취에 의한 지방간 유발 원인은 microsomal

triglyceride transfer protein (MTP) 활성 저해에 의한 VLDL

분비저하[6, 13], 중성지질 합성 경로의 주요 조절 효소인

phosphatidate phosphohydrolase (PAP) 및 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 (DGAT)효소 활성의 촉진[4, 8] 및 지방산 산화

억제[70]가 주요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 OA 투여 군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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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Effects of SP, BFSP, AFSP, and GA on the concentration of serum cholesterol (A), total lipid (B), free fatty acid (C) and

phospholipid (D) in orotic acid feeding ra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조직의 중성지질 농도 증가는 혈중 중성지질 농도의 감소로

나타나 주로 간으로부터의 VLDL 분비저하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이며, SP 및 BFSP 투여 군에서는 OA 투여군보다 간 조직

의 중성지질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져 지방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A 투여에 의한 간 조직의 중성지질

농도의 증가는 AFSP와 GA 투여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발효 균주 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누에의 주요 구성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누에 분말 첨가량만

큼 투여한 실험 군에서는 OA-유발 지방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여 발효 누에의 지방간 개선 효과는 글루탐산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누에는 주로 뽕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뽕잎에서 유래한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

드와 데옥시노지리마이신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몸 속에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

어 지며 이들 물질들이 간과 혈중의 지질 농도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OA-유발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4]되어 있어

플라보노이드를 가장 많이 함유한 BFSP 투여 군에서 간 조직

의 중성지질 농도가 가장 낮았던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2).

혈청 지질 농도

간 조직은 많은 지질과 지질 대사에 관련된 중요한 조직으

로서 혈중 중성지질 농도 조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4, 8].

혈청 콜레스테롤, 총 지질, 유리지방산 및 인지질 농도는 정상

군에 비해 OA 투여군에서 현저히 감소함으로서 간 조직에서

혈중으로 분비되는 지질 운반체 VLDL의 분비 저하가 주요

기작으로 사료되어진다(Fig. 3). 그러나 다른 SP, BFSP, AFSP

및 GA 투여에 의해서는 이들 지질 농도의 감소폭이 OA 투여

군보다 작아 간 조직에서 축적되는 농도가 낮아져 어느 정도

지방간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BFSP투여

군에서 다른 군과 비교해 볼 때 정상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B. subtilis 균주로 누에분말을 발효 시킴으로서 지질대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Yoon 등[23]은

누에 추출물을 흰쥐에게 급여하여 지질대사와 당대사의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16]의 연구에서도

누에 배설물을 알코올성 지방간 유발 시킨 흰쥐에게 급여하여

지방간 간독성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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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SP, BFSP, AFSP, and GA on the hepatic histopathologic changes in orotic acid feeding rats (A, B, C, D, E, F).

The liver section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 x2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간 조직의 병리조직학인 관찰

H&E 염색을 통한 간 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는 Fig. 4와 같다. 정상군(N)은 간소엽의 구조가 잘 유지되었으

며, 간 세포들은 풍부한 호산성 세포질과 뚜렷한 둥근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간격이 일정하고, 세포 간극이 좁고 잘

구성된 소엽구조를 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BFSP 투여군

도 간소엽을 구성하고 있는 간 세포들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어 정상군(N)의 간 소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지방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반해, OA투여

대조군은 소포성 지방 변성이 소엽 중심대에 주로 나타나 있

고, 간 조직에 전체적으로 지방세포가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

가 있어 전형적인 지방간 유발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SP투여

군은 OA 대조군 보다는 지방구의 크기와 숫자가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방간의 개선효과가 다른 누에 또는 발효누

에 투여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에서 A. kawachii 및 B. subtilis 균주에 의해 발효

된 누에 분말은 OA-유발 지방간 모델에서 간 조직의 지방 축

적 억제로 인한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간

질환 개선용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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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발효누에분말 투여가 orotic acid 유발 흰쥐에 미치는 지방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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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해 활성,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검토한 결과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 Bacillus subtilis 및

Aspergillus kawachii 균주를 이용하여 Orotic acid-유발 지방간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발효된 누에 분말을

식이에 5%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발효 누에 분말은 Orotic acid 지방간 유발 흰쥐의 간 조직 및 혈청 중성지질

농도를 낮춰주고, 혈청 지질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올려주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SP 투여군과 AFSP

투여군에 반해, BFSP 투여군에서 지질대사와 관련된 개선 효과를 보였고, 간 조직의 병리학적 관찰결과에서도

BFSP 투여군이 간소엽을 구성하고 있는 간 세포들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어 정상군(N)의 간 소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지방간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효 누에 분말은 향후

지방간 개선효능을 가지는 건강식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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