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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ilkworm sericin extract supple-
mentation on the improvement of lipid compositions, blood glucose levels and enzyme activities in 
the serum of dyslipidemic rats. The rats were fed the experimental diet for 5 weeks. Concentrations 
of total cholesterol, atherosclerotic index, LDL-cholesterol, triglyceride (TG), phospholipid (PL),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ratio and blood glucose in serum were higher in the dyslipidemic group 
(group HCW) and cholesterol-plus-silkworm sericin extract intake group (group HC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group BW, basal diet-plus-water).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total cholesterol, 
atherosclerotic index, LDL-cholesterol, TG, PL,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ratio and blood glu-
cose level in serum were lower in group HCS than those in group HCW. On the other hand, the 
HDL-cholesterol level and the ratio of HDL-cholesterol to total cholesterol in group HCS were high-
er than in group HCW. The activities of alkaline phosphatase (ALP) and aminotransferase (AST & 
ALT) in serum were lower in group HCS than in the dyslipidemic group HCW. From the above re-
sults, it was suggested that silkworm sericin extract intake was effective in the prevention and im-
provement  of lipid components, blood glucose level and enzyme activities in the sera of dyslipi-
dem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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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고치는 고분자 단백질인 피 로인(fibroin)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가수분해물인 세리신은 천연 단백질의 일종으

로 에고치실의 20～30%를 차지하며 고치실 표면에 분포함

으로서 외부의 자극으로 부터 피 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세리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아미노산 조

성은 serine, aspartic acid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질 

항산화  tyrosinase 활성 해[9,10], 콜 스테롤의 침착을 

억제하고 활성산소의 생성 방지와 산화  스트 스를 방하

며[1], 면역력 증강[23], 체지방 감소[22,24], 항당뇨[28,36], 항

종양 효과[30], 항암 작용[34]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최근, 생활 습 의 변화와 다양한 식생활로 지방 함유 가

공식품  동물성 식품 등의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지질 증(dyslipidemia) 등 생활습 병이 속하게 증가되

고 있다. 이상지질 증 발생의 험 인자는 액 의 콜

스테롤농도와 성지질  지단백, 장 thromboxane A2의 

형성[4]을 비롯한 사증후군[26] 등이 지 되고 있다. 세리

신은 이와 같은 생체 내 지질 사 련 지표를 조 하는 기

능성 식품 원료와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미용 소재 산업의 

천연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으로 유용할 것이라

고 한다[3,9]. 이에, 본 연구는 에로부터 효소 처리하여 추

출한 세리신이 이상지질 증 유발 식이를 섭취한 흰쥐에 있

어서 청 지질 사 이상  당 조  기능 이상과 간기능 

장애 등에서 오는 생활 습 병 방  치료 개선 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세리신의 제조

세리신의 추출은 Lee 등[21]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조제

하 다. 정선된 각견에 30배 량의 물을 첨가하고 110
o
C에

서 5시간 가열한 후 여과하여 잔사를 제거하고 여과액을 얻었

다. 이 여과액에 단백질 분해 효소인 Flavourzyme 500 MG 

(Novo Nordisk, batch No: HP2 02013, Denmark) 등을 0.1～

1% (w/v)를 첨가하여 50～55oC에서 6～12시간 동안 용해 처

리시킨 다음 여과하여 세리신 용액을 얻었다. 사용한 효소의 

불활성화를 하여 세리신 용액을 110
o
C의 고온에서 0.5～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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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도 처리한 후 여과, 농축, 동결건조하여 분말을 얻어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아미노산 조성 분석 

총아미노산 분석용 시료는 산가수분해법으로 분해하 다. 

즉, 단백질 함량으로 30 mg 정도의 세리신 분말을 cap tube에 

취하고 β-mercaptoethanol 0.04%를 함유한 6 N HCl을 단백질

량의 1,000배 이상 가하고 질소 가스를 8분간 충 하여 탈기시

킨 다음, 110oC sand bath 상에서 24시간 가수분해한 후, 농축 

건고하여 잔사를 0.2 N sodium citrate buffer (pH 2.2)로써 

50 ml로 정용하여, 아미노산 자동분석기(Hitachi model 835, 

Japan)로 분석하 다. Tryptophan은 Hugli와 Moore의 방법

[5]에 의하여 알칼리 가수분해법으로 분해시켜 550 nm에서 

비색 정량하 다.

분자량 분포 분석

표 시약(polyethylene glycol kit, type PEG-10; Sigma, St. 

Louis, USA)  제조한 실크 세리신 시료 0.01 g을 정칭하여 

증류수(DW), 아세토니트릴(ACN)  트리 루오로 산

(TFA)의 혼합 용매(DW:ACN:TFA=55:45:0.1, v/v/v)에 용해

시켜 실온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0.45 µm membrane filter 

(Sigma, St. Louis, USA)로 여과한 것을 표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다. 표 시약을 HPLC에 주입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검체에 하여 TSK Gel G2500PWXL column (Φ 7.8×300 

mm, TOSOH CO.)을 사용하여 size exclusion chromatog-

raphy (SEC) 방법에 따라 검체의 분자량 분포를 GPC pro-

gram Water 510 (Waters Co., Ltd, Boston, Massachusetts,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동물

평균 체 이 60±5 g인 4주령 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충북 음성군 DAE HAN BIOLINK Co., LTD, Korea)를 

구입하여, 5% 옥수수유(신동방(주), pure refined corn salad 

oil, Korea)를 함유하는 기 식이로 9일간 비사육하여 응

시킨 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서 6마리씩 3군으로 metabolic cage (JD-C-71, 정도산업, 한국)

에 나 어 5주간 실험 사육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0±1oC, 

습도는 50±10%로 유지시켰고, 명암은 12시간(07:00～19:00) 

주기로 조명하 다. 

식이조성  실험군

조군(BW군)은 기본식이에 물만 여시켰으며, 이상지질

증 유발을 해 콜 스테롤 0.75%  sodium cholate 0.25%

를 함유한 식이를 여하여 실험사육시킨 실험군에 물 섭취군

(HCW군)과 HCS군은 콜 스테롤 여군에 실크 세리신 10%

를 첨가 조제하 으며, 실험  기간 동안 물은 자유로이 섭취

시켰다(Table 1). 실험 사육 5주간의 최종일에는 7시간 단식시

킨 후 에테르 마취 하에 심장채 법으로 채 하 으며, 액

은 약 1시간 정도 빙수 에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청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사육 시

작과 최종일에 체 을 측정하 으며, 사료 섭취량은 매일 사

료 잔량을 측정하여 식이 효율을 산출하 다. 

지질성분 농도  당량

청 의 총 콜 스테롤 농도는 총 콜 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Cholestezyme -V, Eiken, Tokyo, Japan), HDL -콜 스테

롤 농도는 HDL-콜 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HDL C-555, 

Eiken, Tokyo, Japan), 청 LDL의 농도는 LDL 측정용 kit 

시약(β-lipoprotein C-Test, Wako, Osaka, Japan)으로 측정하

으며, LDL-콜 스테롤 농도는 LDL농도에 0.35를 곱한 값으

로 표시하 다. 청 의 성지질 농도는 성지질 측정용 

kit 시약(Triglyzyme-V,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하 으

며, 인지질 농도는 인지질 측정용 kit 시약(PLzyme,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하 다. 유리 콜 스테롤 농도는 유리 

콜 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Free-cholestezyme-V555,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하 으며, 콜 스테롤 에스테르 농도

는 총 콜 스테롤 농도에서 유리 콜 스테롤 농도를 뺀 평균

값으로 표시하 다. 한편, 당 농도는 당 측정용 kit 시약

(GLzyme,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하 다. 즉, 청 

0.02 ml에 효소 시액 3.0 ml를 가하여 37oC에서 15분간 가온한 

후,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효소활성 측정

청  alkaline phosphatase (ALP, EC 3.1.3.1) 활성은 

Table 1. Experimental groups and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

Ingredient
Basal 

diet

Cholesterol 

diet

Experimental 

diet

Casein

DL-methionine

Corn starch

Sucrose

Cellulose powder

Mineral mixture*

Vitamin mixture*

Choline bitartrate

Corn oil

Lard

Cholesterol

Sodium cholate

Silkworm sericin 

20.0

 0.3

15.0

50.0

 5.0

 3.5

 1.0

 0.2

 5.0

-

-

-

-

20.0

0.3

15.0

49.0

5.0

3.5

1.0

0.2

-

5.0

0.75

0.25

-

20.0

0.3

15.0

39.0

5.0

3.5

1.0

0.2

-

5.0

0.75

0.25

10.0

Group BW: Basal diet+Water, HCW: High Cholesterol di-

et+Water, HCS: High Cholesterol diet+Silkworm sericin 

10%+Water.
*According to AIN-76TM purified diet composition. 



Journal of Life Science 2010, Vol. 20. No. 10 1527

청 ALP측정용 kit 시약(NEW-K-PHOS, Eiken, Tokyo, Japan)

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청 1 ml 당 unit로 표시하 다. 

Aminotransferase의 활성은 Reitman과 Frankel의 방법[32]에 

해 조제된 kit 시약( 청 transaminase 측정시약, Eiken,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청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 EC 2.6.1.1)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EC 2.6.1.2) 활성을 측정하 으며 단 는 청 1 ml 당 

unit로 표시하 다. 

통계 처리

분석 결과의 통계 처리는 실험군 당 평균치와 표 편차를 

계산하 고 군간의 차이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ver. 12.0) 분석 후 α=0.05 수 에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  분자량

기능성 식품 신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하여 단백질 분해

효소로 가열 처리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과 분자량 분포는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분석한 결

과, 주요 아미노산은 serine 30.06%, aspartic acid 18.40%  

Table 2. Amino acid compositions of silkworm sericin with 

        used experimental diet (g/100 g)
   

Amino acids (AA)
Silkworm sericin    

Composition % to total AA

Arginine

Lysine

Histidine

Phenylalanine

Tyrosine

Leucine

Isoleucine

Methionine

Valine

Alanine

Glycine

Proline

Glutamic acid

Serine

Threonine

Aspartic acid

Tryptophan

Cystine

4.70

3.42

1.62

0.57

4.80

1.28

0.83

0.11

3.14

3.57

9.72

0.67

6.61

29.40

8.42

18.00

0.49

0.47

4.80

3.49

1.65

0.58

4.91

1.31

0.85

0.11

3.21

3.65

9.94

0.68

6.76

30.06

8.61

18.40

0.50

0.48

Total AA (TAA)

EAA
*

EAA/TAA (%)

97.82

19.88

20.32   

99.99

 

 
*Essential amino acid; valine, leucine, isoleucine, threonine, me-

thionine, lysine, phenylalanine, histidine, tryptophan. 

Table 3.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silkworm sericin with 

used experimental diet  

Range of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ratio (%) 

more than 10,000

4,500～10,000

1,000～4,500

less than 1,000

Average molecular weight

 4.0

20.0

40.3

35.6

2,685

glycine이 9.94%로 부분을 차지하 다. 이는 실크 세리신

에는 세린, 아스 라긴산  리신을 다량 함유하고 다른 

아미노산의 분포는 소량 존재한다는 보고[9]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리신의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분자량 표 품과 

시료 용액의 크로마토그램에서 분자량과 용출 시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분자량 10,000 이상이 4.0%, 분자량 4,500～

10,000까지 20.0%, 분자량 1,000～4,500까지 40.3%  분자량 

1,000 이하는 35.6%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분자량은 

2,685로 나타났다. 에고치를 120oC에서 처리 시간을 달리하

고 여과하여 동결 건조시킨 후 얻은 세리신 잠견의 분자량은 

처리 시간이 길수록 분자화되어 평균 분자량은 3,744～

9,417범 로 분자량이 5,000 이하의 것들이 많아 성인병 방 

등의 기능성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보고[11,15] 등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체  증가량  식이 효율

기본식이에 물만을 섭취시킨 BW군( 조군), 콜 스테롤 

0.75%를 함유한 식이를 여하여 이상지질 증을 유발시킨 

HCW군과 이상지질 증을 유발하여 실크 세리신 10%를 첨가

한 HCS군에 있어서 5주간 실험 사육한 흰쥐의 체  증가량 

 식이 섭취량, 식이 효율은 Table 4와 같다. 체  증가량은 

BW군의 138.5 g에 비해 이상지질 증 유발군인 HCW군이 

152.1 g으로 높았으며 세리신 10%를 첨가한 군(HCS군)이 

150.6 g으로 나타났다. HCW군  HCS군의 체  증가는 이상

지질 증 유발과 식이 섭취량에 따른 상으로 생각되며, 유

Table 4.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R of experimental 

rats

Group*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
FER

**

BW

HCW

HCS

   138.5±14.2a***

 152.1±15.4a

 150.6±12.8a

456.0±16.7a

464.8±17.2a

462.5±16.8a

0.30

0.33

0.33
*See the legend of Table 1.
**FER: food efficiency ratio.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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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 변화는 찰할 수 없었다. 식이 섭취량  식이 효율은 

BW군에 비하여 HCW군과 HCS군이 약간 높았으나, 본 실험

에서는 각 군간에 유의 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에 분말

의 첨가량을 증가시킬수록 흰쥐의 체  증가량이 감소되는 

경향은 에 분말이 고단백질로서 체내의 소화 흡수, 사에 

사용되는 에 지 소모량이 높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16]. 

본 실험 결과, 실험쥐의 체 은 에 분말  에고치 산 가수

분해물을 여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6,8]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총 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농도  동맥경화지수

청 의 지질성분 농도 등은 Table 5와 같다. 총 콜 스테

롤 농도는 기본식이만 여한 BW군의 84.6 mg/dl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콜 스테롤로 유발된 이상지

질 증 실험군(HCW군)의 133.8 mg/dl에 비해 실크 세리신을 

섭취한 HCS군이 101.0 mg/dl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HDL-콜 스테롤 농도는 HCW군(20.4 mg/dl)에 비해 세

리신을 여함으로써 HCS군이 22.6 mg/dl로 증가를 하 다. 

총 콜 스테롤에 한 HDL-콜 스테롤 농도 비는 HCW군

(15.2%)보다 세리신 섭취군인 HCS군(21.4%)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동맥경화지수는 HCW군의 5.6에 비하여 HCS군

(3.7)이 낮게 나타났으나, 조군인 BW군(2.5)의 수 에는 미

치지 못하 다. 고콜 스테롤 식이에 의한 지질 사 장애에 

따라 총 콜 스테롤 농도는 증가하고, HDL-콜 스테롤 농도

는 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29]. 에 추출 분말 투여

에 의한 장 의 총 콜 스테롤 변화는 5% 첨가군에서 감소

율이 높았으며[36], 에 분말을 첨가시킨 흰쥐에 있어서 

Table 5. Effects of silkworm sericin on serum lipid level and 

        blood glucose in experimental rats (mg/dl)

 Lipid levels BW* HCW HCS

Total cholesterol (A) 84.6±3.2
a**** 133.8±4.2c 101.0±3.1b

HDL-cholesterol (B) 23.8±1.2b  20.4±0.8a   22.6±2.0ab

(B)/(A)×100 (%) 28.1 15.2 21.4

AI**  2.5  5.6  3.7

LDL-cholesterol  43.6±2.8a  81.7±2.0c  68.0±2.0b

Low density lipoprotein 124.6±8.0a 233.4±5.7c 194.3±5.7b 

Triglyceride  75.4±2.2a 117.7±2.1c  92.1±2.5b 

Phospholipid  98.9±1.7a 131.1±2.0c 120.8±1.9b

Free cholesterol  17.2±1.0a  27.5±1.0c  24.7±0.9b 

Cholesteryl ester  67.4±2.2a 106.3±3.2c  76.3±2.2b 

Cholesteryl ester ratio (%)***  79.7  79.4  75.5

Blood glucose 118.6±5.2a 167.3±3.1c  151.2±4.0b

*See the legend of Table 1. 
**Atherosclerotic index; (Total Chol. - HDL-Chol.)/HDL-Chol. 

***Cholesteryl ester/Total cholesterol×100.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DL-콜 스테롤 함량이 유의 으로 증가하는 등[16] 콜

스테롤 조  기능은 장내에서 내인성  외인성 sterol의 흡수

를 해함으로서 일어난다고 한다[31]. 따라서 본 실험 결과, 

이상지질 증 흰쥐에 한 실크 세리신의 여로 인한 청 

총 콜 스테롤 농도의 하, HDL-콜 스테롤 농도의 상승  

동맥경화지수의 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질 사 개선작용

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ow Density Lipoprotein (LDL)  LDL-콜 스테롤 

농도

청 의 LDL 농도는 콜 스테롤 섭취군(HCW군)의 

233.4 mg/dl 보다 세리신 여군인 HCS군(194.3 mg/dl)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으나, 조군의 124.6 mg/dl의 수 에는 

미치지 못하 다.  LDL-콜 스테롤은 콜 스테롤의 주된 운

반형으로 동맥벽이나 말 조직에 콜 스테롤을 운반, 축 시

킴으로써 동맥경화를 진시키는 인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

[33]. 이에, 실크 펩타이드를 첨가시킨 흰쥐는 LDL-콜 스테롤 

농도가 유의 으로 감소된다고 한다[16].

성지질  인지질 농도

청  성지질과 인지질 농도는 이상지질 증 흰쥐 실험

군(HCW군, HCS군)에 있어서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높

게 나타났으나, 이상지질 증 유발 실험군인 HCW군에 비하

여 세리신 여군인 HCS군의 농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에 추출물  에고치 산 가수분해물

을 섭취시킨 흰쥐의 성지질 등의 함량 변화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6,36]. 청 성지질 농도의 하는 가수분해시

켜 분자화된 펩타이드 섭취로 흰쥐 체내의 lipoprotein li-

pase에 의한 chylomicron  VLDL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17]. 

 

유리 콜 스테롤  콜 스테롤 에스테르 비

청 의 유리 콜 스테롤과 콜 스테롤 에스테르는 이상

지질 증 실험군(HCW군)에 비하여 세리신 여군인 HCS군

에서 낮은 경향을 보 고, 콜 스테롤 에스테르 비 한, 세리

신 섭취군인 HCS군에서 낮은 비율의 범 를 나타내었다. 콜

스테롤 에스테르 비는 고콜 스테롤 증  그 합병증일 

때 상승된다고 한다[13]. 

당 농도

실크 세리신의 이상지질 증 흰쥐에 한 당 농도는 세리

신 섭취군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리신의 여로 인해 당 

수 이 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 농도의 하는 

에 의 deoxynojirimycin  (DNJ)이 α-glucosidase  α-man-

nosidase, β-galactosidase 등의 활성을 경쟁 으로 해하여 

당량을 조 한다고 한다[2]. 본 실험 식이와 유사한 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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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silkworm sericin on alkaline phosphatase (ALP) 

activity in experimental rats. 
*See the legend of Table 1.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에 있어서, 실험 사육 흰쥐에게 메  등을 첨가하여 여하

을 때 당 함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췌장 α-amylase

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한 식이성 타우

린, 맥문동 추출물과 홍삼 사포닌을 첨가하여 섭취시켰을 때 

생리활성물질  실험 식이의 조성에 의하여 당이 하되었

다고 보고되어 있다[7,12,25,27]. 따라서 본 실험 결과 나타난 

당 하 효과는 에 유래 실크 세리신의 섭취에 의한 향

이 반 된 것으로 사료된다.

 

Alkaline phosphatase (ALP)의 활성

청 ALP의 활성 변화는 Fig. 1과 같이, 조군인 BW군

(18.8 unit/ml)에 비해 여타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

타났으나, 이상지질 증 실험군인 HCW군(29.4 unit/ml)에 

비하여 세리신을 섭취시킨 HCS군(25.0 unit/ml)에서 유의

인 억제를 보 다. 이상지질 증과 합병증  간 조직이나 담

의 폐쇄 등에 의해서 ALP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13], 에 추출물을 섭취함으로써 ALP 활성이 약 

41% 감소되었다고 한다[8].

Aminotransferase (AST & ALT)의 활성

이상지질 증 흰쥐에 한 실크 세리신 여의 청  

AST  ALT 활성은 Fig. 2와 같다. AST 활성은 HCW군(81.4 

unit/ml)이 조군(64.5 unit/ml)에 비하여 유의 으로 증가

되었으나, 세리신 섭취(HCS군, 77.0 unit/ml)로 인해 억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ALT 활성은 조군(21.4 unit/ml)에 

비하여 HCW군(29.5 unit/ml)과 HCS군(26.9 unit/ml)에서 증

가되었으나, 세리신 여로 HCS군의 효소 활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T  ALT 활성은 간 실질세포의 장애로 

Fig. 2. Effects of silkworm sericin on aspartate and alanine ami-

notransferase (AST, ALT) activity in experimental rats. 
*See the legend of Table 1.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인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본 실험 결과, 실크 

세리신 섭취에 의하여 aminotransferase 활성이 억제되는 것

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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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실크 세리신이 이상지질 증 흰쥐의 지질 사 개선작용에 미치는 향

김한수*․성종환․이 근․윤호동1․강진순2․Xie Cheng Liang․신지문 

(부산 학교 식품공학과, 1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 과, 2한국국제 학교 식품과학부)

이상지질 증 흰쥐에 있어서, 에로부터 효소 처리하여 추출한 세리신의 섭취가 청 지질 사 개선효과  

지질 사 이상 등에 여하는 지질성분  효소의 활성 변동을 검토하기 하여 이상지질 증 Sprague Dawley

계 흰쥐 수컷을 사용하여 본 실험을 행하 다. 기본식이만을 섭취한 조군인 BW군을 비롯한 이상지질 증 유발

군(HCW군), 이상지질 증 유도에 세리신을 여시킨 군(HCS군)을 5주간 실험 사육하 다. 청 총 콜 스테롤, 

동맥경화지수, LDL-콜 스테롤, 성지방, 인지질, 유리 콜 스테롤 농도, 콜 스테롤 에스테르 비  당 농도 

등은 실크 세리신을 여시킨 군(HCS군)에서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DL-콜 스테롤  총 

콜 스테롤에 한 HDL-콜 스테롤 비 등은 세리신 섭취(HCS군)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alkaline phosphatase (ALP)  aminotransferase (AST & ALT)의 활성은 이상지질 증을 유도 시킨 후 실크 세

리신을 섭취시킴으로써 효소 활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실크 세리신이 흰쥐의 

청 지질 사 이상 등에서 오는 이상지질 증의 방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