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蠶學誌 53(2), 97~100 (2015)
J Seric Entomol Sci
http://dx.doi.org/10.7852/jses.2015.53.2.97
<論 文 >

97

 장려품종 누에고치의 구조 및 기계적 특성

김성국·조유영·이광길·김기영·김현복·권해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Korean commercial silkworm cocoon 

Sung-Kuk Kim, You-Young Jo, Kwang-Gill Lee, Kee-Young Kim, Hyun-bok Kim and HaeYong Kweon*

Sericultural & Apicultural Materials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65-851, Korea

(Received September 17, 2015, Revised October 21, 2015, Accepted October 26, 2015)

ABSTRACT 

Korean commercial Bombyx mori silkworm cocoon made by Kumokjam and Daesungjam was examined to characterize
for application. Amino acid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amino acid of Kumokjam and Daesungjam cocoon was gly-
cine, alanine, serine, tyrosine, and aspartic acid. The content of three major amino acids was about 67% and the content
of long chain amino acids was about 37%. Stress-strain curve showed that breaking stress of Kumokjam cocoon,
50 MPa, was higher than that of Daesungjam cocoon, 48 MPa. Breaking strain of Kumokjam cocoon, 37%, was also
longer than that of Daesungjam cocoon, 30%. These results might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ment of non-
textile materials using Bombyx mori silkworm co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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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고치는 집누에(가잠, Bombyx mori)가 번데기를 보

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그동안 인류는 고급 섬유 소

재인 실크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여 왔다. 실크는 자

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길고 가늘며 질긴 섬유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누에고치에 대한 연구 분석은 주로 섬유

용 소재로서의 특성 분석에 한정되어 연구 개발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로 섬유용 누에고치 생산 및 교육

용 누에 생산을 목적으로 17종의 누에 장려품종을 지정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수술용 실크 봉합사로 사용되고 있는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고막재생용 실크 패치(Kim et al. 2010),

치과용 실크 차폐막(Seok et al. 2013, Kweon et al. 2010),

조직공학용 실크 지지체(Cho et al. 2013, Zhao et al. 2011),

약물전달용 매트릭스(Kim et al. 2014) 등 다양한 생체재

료로서 실크 단백질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Kweon et al. 2014). 이와 같이 누에고치에서

추출된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 개발 등 응용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섬유용 소재로

서의 누에고치의 특성에 대한 연구 보고는 거의 찾아보

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소재 등 비섬유용 소재로서 누에

고치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려품종인 금옥잠과 대성잠을 중심으로 누에고

치 자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장려품종 누에고치는 경북 울진 소재의 의료용 누에고

치 생산 시범농가에서 생산한 누에고치를 사용하였다. 누

에고치는 건견과정을 거쳐 습도가 낮은 견창고에 보관하

였다. 누에고치의 색상 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색상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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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분석

장려품종 누에고치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은 Pico Tag

System (Waters, USA)를 사용하였다. 먼저 40 mg의 시료

를 채취하여 vial에 담고 6 N HCl 15 ml를 가하여, vial

의 산소 등을 질소로 치환한 후 105oC 오븐에서 20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가수분해된 누에고치 용액으로부터

50 μl를 취하여 Pico Tag의 표준방법에 의하여 PTC-amino

acid 유도체를 제조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에 사용한 이동상 용액은 A 용액은 sodium acetate trihydrate

19.5 g, triethylamine 550 μl, 1l milli Q water를 혼합한 후

인산을 사용하여 pH 6.4로 고정하여 제조한 용액 935 ml

와 CH3CN 65 ml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B 용액은 60%

의 CH3CN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기기 분석

X-선 회절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PANalytical X’pert-Pr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장려품종

누에고치를 만능시험기를 활용하여 인장 강도와 신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누에고치의 형태 특성

본 실험에서 사용한 누에고치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장려품종 누에고치는 일반적으로 타원형의 흰색을 띠고

있으며, 누에고치의 색상을 분석해 보면 RGD 값이 금옥

잠은 172, 168, 167로 나타났으며, 대성잠 누에고치는 170,

172, 168로 나타나 3가지 기본 색상의 비율이 거의 1 : 1 : 1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잠 누에고치의 견층별 색상 보고(Lee et al. 2015)에

의하면 천잠 누에고치는 분리된 견층이 각기 다른 색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일 바깥층은 연두색으로 R 165, G

180, B 95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간층인 중피는 흰

색으로 R 218, G 219, B 214의 값을, 그리고 밝은 흰색

인 내피는 R 209, G 214, B 229의 값을 나타내었다. 장

려품종 중에서 밝은 노란색을 띠는 골든실크의 견층별 색

상분석 보고(Kweon et al. 2012)에서도 골든실크의 외피

는 B값이 낮고 R 및 G이 높으나 내피는 RGB값이 비슷

한 값을 보인다고 하였다. 누에고치의 색상과 유전현상에

관한 논의는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누에고치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의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

량에 미세한 차이는 있는 글리신, 알라닌, 세린, 티로신, 아

스파르트산 등이 주요 아미노산이었다. 아미노산 조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의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글리신과 알라닌 두 개의 아미노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린을 포함하면 각각 66.96%,

67.39%로 나타나 누에고치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주로 글리신, 알라닌, 세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수성

아미노산을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그리고 수

산기를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친

수성 아미노산의 비천수성 아미노산에 대한 비율이 가각

0.68, 0.69로 나타났으며, 아미노산의 사슬이 긴 아미노산

은 전체 구성 아미노산 중에서 각각 38%,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는 실크 생산을 목

적으로 개발되어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아미노산의

Table 1. Amino acid composition of commercial silkworm

variety cocoon

Amino acid Daesungjam Kumokjam

CYS 00.517 00.420

MET 00.147 00.130

ASP 05.815 06.110

THR 02.843 02.919

SER 16.181 16.497

GLU 02.761 02.697

GLY 28.884 28.556

ALA 22.322 21.903

VAL 02.433 02.537

ILE 00.775 01.128

LEU 00.649 01.206

TYR 08.583 07.371

PHE 00.959 00.856

LYS 01.265 01.285

HIS 00.696 00.529

ARG 01.363 01.568

PRO 00.273 00.419
Fig. 1. Photographs of Bombyx mori silkworm co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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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3. 누에고치의 결정구조

장려품종 누에고치의 결정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X-

선 회절분석을 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금옥잠 누에고

치와 대성잠 누에고치는 모두 2θ = 20.6o 부근에서 강한

하나의 회절 피크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가잠사는 2θ = 20.5o 부근에서 강한 회절 피

크를 보이며, 작잠사, 천잠사는 2θ = 16.7o, 20.5o 부근에

서 β-sheet 구조에 기인하는 회절 피크를 나타내고(Lee et

al. 2015, Kweon and Park 1994), 재생 작잠 피브로인과

후부 견사선에서 추출한 작잠 피브로인의 경우에는

2θ = 11.5o, 22.0o 부근에서 α-helix에 기인하는 회절피크를

나타낸다(Kweon and Park 2001, 1999, Tsukada 1986). 따

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려품종 누에고치의

회절 피크는 β-sheet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누에고치의 기계적 특성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의 기계적 특성은

인장 특성으로 관찰하였다(그림 3). 금옥잠 누에고치의 절

단강도는 50 MPa, 절단신도는 37%로 측정되었으며, 대성

잠 누에고치는 절단강도는 48 MPa, 절단신도는 30%로 측

정되었다. 봄철에 사육한 금옥잠이 지은 누에고치가 가을

철에 사육한 대성잠이 지은 누에고치에 비하여 절단강도

와 절단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 조성에

큰 차이가 없는 두 품종 누에고치의 기계적 특성의 차이

는 누에고치를 짓는 영견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 요

의료용 소재 등 비섬유용 소재로서 누에고치를 활용하

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

려품종인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의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금옥잠과 대성잠은

타원형의 누에고치를 지으며, 색상의 RGD 비율은 거의

1 : 1 : 1이었다. 주요 아미노산 조성은 글리신, 알라닌, 세

린, 티로신, 아스파르트산 등이 주요 아미노산이었다. 글

리신, 알라닌, 세린 등 주요 아마노산의 함량이 각각 66.96%,

67.39%로 나타났으며, 친수성 아미노산이 68%, 69%, 그

Table 2. Comparison of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of commercial silkworm variety

Analysis Gly + ala(%)
Gly/ala 

ratio

Gly + ala + ser

(%)

Basic 

residues

Acidic 

residues

OH group

residues
P/NP 100 LC/SC

Daesungjam 51.21 1.29 67.39 3.32 8.58 27.61 0.69 0.37

Kumokjam 50.46 1.30 66.96 3.38 8.81 26.79 0.68 0.38

SC: short side residues (gly, ala, ser, thr).

LC: long side residues (other amino acids).

P: polar residues (acid, basic and hydroxyl residues).

NP: nonpolyar residues (other amino acids).

Fig. 2. X-ray diffraction curve of Bombyx mori silkworm cocoon.

Fig. 3. Stress-Strain curves of Bombyx mori silkworm co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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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아미노산의 사슬이 긴 아미노산은 전체 구성 아미

노산 중에서 각각 38%,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품

종 누에고치는 2θ = 20.6o 부근에서 강한 하나의 회절 피

크를 나타내어 β-sheet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금옥잠 누에고치와 대성잠 누에고치의 인장 특성은

금옥잠 누에고치의 절단강도는 50 MPa, 절단신도는 37%

로 측정되었으며, 대성잠 누에고치는 절단강도는 48 MPa,

절단신도는 30%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장려품종 누에고

치의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축적하여 향후 누에

고치를 이용한 비섬유용 소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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