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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iological activity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extracts from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Bombyx mori L., SP) powder of different origin (Buan, Namwon, 
and Boeun). An additional aim was to determine the inhibition of cancer cell (B16-F10, HT-29, LNcaP, 
and MCF-7) proliferation and nitric oxide (NO) production from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264.7 cells. Biological activities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ibrinolytic activity, antiproliferation activity,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biochemical 
properties (compositional amino acid contents, and mineral contents) were examined in water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The highest amino acid contents 
were detected in Buan silkworm powder (BU). After fermented, the highest contents were found in 
B. subtilis-fermented Buan silkworm powder (BBO). The major minerals detected were K, Ca, and Mg. 
Rates of these minerals, especially those of Na increased after ferment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fibrinolytic activity were stronger in the fermented group than non-fermented group.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fibrinolytic activity were highest in the extract from BBO. The 
inhibition activities of LNcaP and MCF-7 cells viabilit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BO, and 
there was no inhibition activity in other cancer cells (B16-F10 and HT-29). An SRB assay of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exposed to extracts of silkworm powder and B. subtilis-fermented silk-
worm powder revealed no toxicity in any of the groups. Compared with the LPS-treated group, the 
biggest reduction in NO production was detected in the BBO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extracts 
from Boeun silkworm powder fermented with B. subtilis could be a candidate material as a dietary 
supplement for use in healthy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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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새로운 생물학적 자원으로서 곤충의 중요성이 부각되

면서 신소재로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 곤충산

업은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표를 

시작으로 ‘제 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의 수

립을 통해 곤충자원의 조사 및 유용곤충의 발굴,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농가 육성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곤충산업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농식

품,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바이오소재 및 산업신소재 그리고 

생체모방 공학 등의 융·복합 영역으로 곤충자원의 활용이 대

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 

누에(Bombyx mori L.)는 누에나방과(Bombycidae)의 유충으

로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의 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예로

부터 영양실조, 폐결핵, 풍사, 익정, 중풍 등에 민간약으로 이

용되어져 왔다[6]. 과거에는 주로 잠사 산업에만 이용되어져 

왔지만 최근 국내 기능성 식품 시장 및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

로 인해 화장품, 식품, 의료용 소재 등으로도 취급되고 있다

[11, 27]. 또한 누에는 단백질, 유리 아미노산, 단일불포화지방

산 또는 다가불포화지방산, 미네랄, 섬유질 및 deoxynojir-

imycin 등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며[12, 

24], 활성산소 억제[8], 고지혈증 개선[12], 간 독성 예방[25], 

혈당강하[26] 등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발효는 미생물 특히, 유용미생물인 probiotics가 당질을 이

용하여 산물로서 알코올, 유기산, CO2 등을 생성하는 것으로 

식품의 발효를 통해 독성물질 파괴, 소화성 증진, 비타민 생성, 

가용성 성분의 함량 증가 및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 및 기타 효소를 생성하여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건강기

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7, 22].

누에분말의 에탄올 추출물을 흰 쥐에 투여하였을 때, 혈청

과 뇌 조직 내 malondialdehyde (MDA)와 과산화수소(H2O2)

의 함량을 감소시켜 체내 활성산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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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으며[13], 단

백질 분해력이 뛰어난 미생물이나 식육연화 효과가 있는 과즙 

액으로 발효시킨 누에분말은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고, 항산화 

활성, 혈전용해 효소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 등의 생리활성

이 발효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8, 17]. 

이처럼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누에분말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한 발효누에분말의 기능적 효능 분석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곤충산업시장이 성

장함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누에를 사육하고있음에도 불구

하고 산지별 누에분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별 누에분말을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시켜 산지별 누에분말의 유용성분 및 생리활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산지별 누에분말(전남 부안, 전북 남원, 충북 보은)은 2017

년 3월 열풍건조된 분말을 농촌진흥청(전북 전주, 한국)으로부

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발효 균주로는 본 연구실에서 분리, 

등록한 단백질 분해능이 우수한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균주[6]를 사용하여 열풍건조누에분말을 발효시켜 시료로 사

용하였다. 전 배양 시킨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살균한 산지별 

열풍건조 누에분말에 5%(v/w) 수준으로 접종하여 30℃에서 

72시간 발효시킨 후 6시간 동안 열풍 건조하여 얻은 발효누에

분말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RAW 264.7, B16-F10 세포, HT-29 세포, 

LNcaP 및 MCF-7 세포는 ATCC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이용

하였다.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 (GIBCO®/ 

Invitrogen™, Gran Island, NY, USA)와 10% FBS(Fetal Bovine 

Serum)가 첨가된 DMEM을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

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한편, MCF-7 세포는 

ATCC로부터 분양 받아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

과 10% FBS가 첨가된 RPMI 1640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

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산지별 누에분말 및 발효누에분말을 추출하기 위하여 10 

g을 각각 취해 10배수의 정제수를 가한 후 37℃ 항온수조에서 

3시간씩 교반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액을 모아 What-

man NO.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

과하여 얻은 여과액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당도, pH  총 산도 측정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의 당도는 1%(w/v) 수준의 수용성 

추출물 300 μl를 취하여 당도계(Hand refractormeter, Kruss, 

Germany)를 사용하여 °Brix로 표시하였다. pH는 시료 10 ml

을 취하여 pH meter (SevenCompact™ pH/Ion S220, Mettler- 

Toledo AG,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산도

는 시료 5 ml을 pH 8.3이 될 때까지 0.1N NaOH 용액으로 

적정하여 acetic acid의 양으로써 표시하였다.

Total acidity (w/v, %) = (0.006 × V × F) / S ×100

V : 0.1N NaOH의 소비량(ml), F : 0.1 N NaOH의 Factor, 

S : 검체량(ml)

아미노산 분석

구성 아미노산 분석은 시료 0.2 g에 15 ml performic acid, 

6 N HCl 15 ml를 가하여, 110℃ dry oven에서 24시간 이상 

동안 산 가수분해 시켰다. 분해된 시료를 55℃ Water bath에서 

감압농축 한 후 pH 2.2 구연산 dilution buffer로 25 ml에 volu-

metric flask에 정용하여 일정량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Biochrom 30 (Biochrom,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네랄 함량 측정

미네랄 함량은 AOAC 분석 방법[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건조 분말 1 g을 정확히 취해 550℃에서 3시간 회화 

시킨 후 6 N HCl에 용해시켜 완전히 산분해시켜 수욕상에서 

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건조물에 3 N HCl를 가하여 여과한 

후 원소 종류에 따라 각각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원자흡광 

분광광도계(Analyst 300,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산지별 누에 추출물과 발효누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Blois 방법[4]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DPPH (α,α’-diphenyl-β- 

picrylhydrazyl) 용액은 100 ml 에탄올에 DPPH 16 mg을 녹인 

후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Whatman NO.2 여과지로 여과

시켜 만들었다. DPPH 용액 5 ml에 일정 농도(0.5%)의 시료용

액 1 ml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28 nm에서 

흡광도의 감소를 측정하였다. 대조구인 합성 항산화제 Buty-

lated hydroxytoluene (BHT)는 0.05%로 첨가하여 위와 동일

한 방법으로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차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용해 효소 활성 측정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의 혈전용해 효소 활성은 

fibrin plate 법[3]을 변형하여 lysed zone으로 측정하였다. 

Fibrin plate는 0.06% fibrinogen (Sigma, St. Louis MO, USA)

을 0.2 M borate buffer (pH 7.5)에 용해시킨 후 petri dish에 

10 ml씩 분주하고 thrombin (5,000 unit, Sigma, St. Louis,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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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ix, pH and total acidity of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

der

Sample °Brix pH Total acidity (%)

BU1)

NW2)

BO3)

BBU4)

BNW5)

BBO6)

3.40±0.06a

3.60±0.12a

3.60±0.06a

4.20±0.12b

4.20±0.00b

4.40±0.00b

6.87±0.01a

6.60±0.00b

6.69±0.01c

6.72±0.01cd

6.79±0.06d

6.95±0.00e

0.76±0.01a

0.76±0.01a

0.85±0.01b

0.60±0.01c

0.80±0.01d

0.85±0.01b

1)
BU : Buan silkworm powder.

2)NW : Namwon silkworm powder.
3)BO : Boeun silkworm powder.
4)BBU : Buan silkworm powder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5)BNW : Namwon silkworm powder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6)BBO : Boeun silkworm powder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Values are mean ±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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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40 unit를 균일하게 섞이도록 가하면서 균일한 두께의 

fibrin clot를 형성시킨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사용하

였다. 시료를 증류수에 1% 농도로 용출시킨 후 What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하여 fibrin plate 상에 50 μl씩 점적하여 37℃

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투명환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직경은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지름을 측정하여 투

명대의 면적을 구하였으며, 투명대가 타원인 경우에는 가장 

긴 지름과 가장 짧은 지름을 측정하여 투명대의 면적을 구하

였다. 이 때 양성대조구로 plasmin을 사용하였으며 plasmin의 

혈전 용해 활성의 표준 곡선에 의해 활성을 산출하여 unit/ml

로 표시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능 측정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생존 세포 내의 단백질 총량을 흡광

도로 나타내어 세포 사멸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인 sulforhod-

amine B (SRB,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richloroacetic acid (TCA, Sigma- 

Aldrich Co.)에 의해 생존 세포만 well plate에 부착되며 이 

세포의 단백질 내 염기성 아미노산 잔기가 SRB와 결합하여 

마지막에 처리하는 Tris buffer에 녹아 나와 흡광도를 나타낸

다[9].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세포를 2×104 cells/ml가 되도록 

희석하여 48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 5% CO2 incubator

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시료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반응 종료 후 12% TCA를 넣어 4℃에서 세포를 고정시키고 

well을 세척한 후 0.4% SRB 용액을 첨가하여 염색하였다. 염

색 종료 후 1% acetic acid로 세척하고 10 mM Tris buffer를 

첨가하여 SRB를 녹였다.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옮겨 mi-

croplate reader (SpectraMax Plus 384, Molecular Devices 

Corp., Sunnyvale, CA)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를 2x104 cells/ml가 되도록 희

석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 5% CO2 incubator에

서 24시간 배양하여 1 μg/ml의 LPS와 농도별 누에 및 발효누

에 추출물(100, 500 및 1,000 ppm)을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 상등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NO 함량을 측정하였다. 배양 상등액 100 μl에 동량의 

Griess (Sigma Aldrich Co.) 시약을 첨가하고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NO 농도는 sodium nitrite (NaNO2, Sigma 

Aldrich Co.)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직선을 기준으로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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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당도, pH  총 산도 변화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의 당도, pH 및 총 산도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부안누에(BU), 남원누에(NW) 

및 보은누에(BO)군의 당도는 각각 3.40, 3.60, 3.60 °Brix로 나타

났으며, 발효 부안누에(BBU), 발효 남원누에(BNW) 및 발효 

보은누에(BBO)군의 당도는 각각 4.20, 4.20, 4.40 °Brix로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함으로써 당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군의 pH는 6.87로 나타났으나 발효에 

의해 6.72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NW군과 BO군의 pH는 

각각 6.60, 6.69로 나타났으며 발효에 의해 각각 6.79, 6.95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BU군과 BBU군의 산도는 각각 

0.76, 0.60%로 발효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NW

군과 BNW군의 산도는 각각 0.76, 0.80%로 발효에 의해 유의

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BO군과 BBO군은 모두 0.85%의 산도를 

보여 발효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성 아미노산 함량 변화

BU군의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은 305,826 ppm으로 gluta-

mic acid, glycine, alanine, aspartic acid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

으나 BBU군의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은 213,553 ppm으로 검

출되었으며 glutamic acid, glycine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미노

산 함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NW군의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은 252,164 ppm으로 검출되었으나 발효함으로써 alaine, 

glycine, glutamic acid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미노산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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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al amino acids in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Sample

Amino acids
BU NW BO BBU BNW BBO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Cyste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nylalanine

Lysine

Histidine

Arginine

Proline

 27,221

 10,711

  7,364

 34,051

 33,706

 31,960

  4,173

 20,090

  5,000

 15,990

 23,251

 14,459

 16,579

 20,370

  9,913

 16,537

 14,450

 14,746

  6,029

  1,497

 18,673

 29,329

 38,232

  5,925

 18,854

  3,799

 14,587

 20,055

 12,389

 13,834

 18,320

  7,440

 15,708

 12,747

  7,164

  2,587

-

 12,048

 23,092

 41,067

 10,989

 16,875

  2,816

 12,032

 16,080

 12,905

 11,465

 15,523

  4,876

 13,403

 11,240

  6,120

  2,737

   251

  8,736

 24,594

 34,763

 10,140

 17,227

  4,285

 13,138

 17,931

 14,351

 13,067

 16,625

  5,558

 13,498

 10,531

  250

  336

  222

  287

 6,973

19,763

 4,274

 5,721

  873

 3,436

 5,236

 6,420

 4,399

 5,907

 1,310

 4,950

 4,843

 18,124

  7,556

  4,164

 21,415

 31,726

 35,475

  5,127

 19,549

  4,968

 15,137

 21,153

 15,638

 15,589

 19,080

  7,516

 14,520

 14,163

Total 305,826 252,164 214,160 213,553 75,199 271,9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3. Mineral concentrations of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Ingredients K Ca Mg Na Zn Fe Mn Cu

BU

NW

BO

BBU

BNW

BBO

340.10±4.36
a

349.03±2.32a

340.13±3.05a

379.27±4.36b

360.07±3.60c

344.07±2.30a

64.93±0.67a

52.00±0.55b

58.30±0.25c

71.43±0.60d

50.47±1.08b

59.07±0.44c

38.27±0.39a

40.10±0.21bc

38.83±0.22ad

40.33±0.27b

39.53±0.22cd

40.67±0.07b

 4.47±0.05a

 1.40±0.04b

 1.32±0.03b

22.40±0.32c

20.47±0.07d

18.10±0.25e

1.11±0.01a

1.56±0.03b

2.37±0.05c

1.28±0.01d

1.57±0.02b

2.42±0.03c

0.87±0.01a

0.92±0.01b

1.27±0.02c

1.05±0.02d

0.85±0.01a

1.24±0.02c

0.51±0.01a

0.95±0.01b

1.07±0.01c

0.50±0.01a

0.89±0.01d

1.01±0.01e

0.07±0.00a

0.06±0.01b

0.06±0.01b

0.07±0.01a

0.06±0.00b

0.06±0.00b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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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여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이 75,119 ppm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Table 2). 반면에 BO군의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은 

214,160 ppm으로 검출되었으며, 아미노산 농도는 alanine, 

glycine, valine, leucine, lysine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BBO

군의 구성 아미노산 총 함량은 271,900 ppm으로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BO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serine이 4,164 

ppm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알코올성 간 

독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arginine, aspartic acid, glycine, 

glutamic acid, serine과 같은 단일 아미노산 처리에 의해 간 

독성 개선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18, 29], 숙취해소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콩나물의 구성 아미노산 조성에서도 aspartic 

acid, arginine, glutamic aci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 보호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18]. 또한 sericin 단백질의 구성 아미

노산 조성에서도 serine 31%, aspartic acid, 17.8%, glycine 

19.1%의 함량을 보였으며, 알코올성 간 독성에 대해 개선효과

가 보고된 바 있다[14]. 이러한 결과로 보아 B.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한 보은누에분말은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 및 serine과 같은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간 기능 개선효과를 가지는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네랄 함량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분말의 미네랄 함량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미네랄 성분 조성은 Ca, Cu, Fe, K, Mg, 

Mn, Na, Zn으로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K, Ca, Mg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K와 Ca는 각각 379.27, 71.43 ppm으

로 BBU군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Mg는 40.67 ppm으

로 BBO군에 가장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Na 함량은 

BU, NW 및 BO군에서 각각 4.47, 1.40, 1.32 ppm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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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 

fermented silkworm powder.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함량을 보였으나, 발효 후 각각 22.40, 20.47, 18.10 ppm을 보이

며 유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Zn, Fe, Mn 및 Cu는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 측정한 원소 대부분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

효 후에 함량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어 누에를 발효함으로써 

미네랄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체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발효누에가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DPPH를 이용한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은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인 

DPPH를 소거시킬 수 있는 항산화물질의 활성을 측정하는 것

으로 DPPH는 자유라디칼에서 특유의 색을 나타내다가 전자 

또는 수소원자에 의해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면 비라디칼 형

성에 의해 탈색되는 색도상의 차이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 

가장 일반적인 항산화 활성 측정 방법이다[2, 20, 28].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BU, NW 및 BO군은 발효 

전과 비교하였을 때 발효함으로써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O군은 

29.83% 활성을 보였으나, BBO군은 49.03%의 활성을 보이며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Cha [7]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열풍건조 누에분마을 Bacillus subtilis 및 Aspergilllus kawachii 

균주로 발효하여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발효 전과 비교하여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Aspergillus kawachii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한 

것보다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한 것이 더 높은 

활성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 자생하는 곤충 76

종의 304종 추출물을 이용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

정해본 결과 방아깨비, 가시길쭉바구미, 알락수엽노린재, 송

장벌레과 유충 4종에서만 radical 소거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23]. 이처럼 극소수의 곤충에서만 radical 소거활

성이 나타난 것에 비해 누에는 자체에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미생물 발효를 통해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특히, BBO군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써 활용할 가치가 높아 보인다.

 용해 활성

혈관 내 혈전이 생성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고혈압, 뇌졸

중, 협심증, 동맥경화 등의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 때 

혈전 용해 효소의 활성화에 의해 혈전 생성이 억제되어 각종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1]. 자

연계에 존재하는 Bacillus subtilis, Fusarium pallidoroserum, 

Katsuwonus pelamis, Streptococus aureus 등의 미생물이나 청국

장, 된장, natto (nattokinase) 등과 같은 전통 발효 식품으로부

터 혈전 용해 효소를 분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졌

으며, Cha [6]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70%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혈전 용해 활성이 약하게 나타난 반면에 

열풍건조 누에분말의 추출물에서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누

에분말의 건조 방법에 따라 혈전 용해 활성이 달라지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별 누에분말에 Bacillus 

subtilis 균주를 5%(v/w) 접종하여 48시간 발효시킨 발효누에 

추출물의 혈전 용해 활성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발

효누에 추출물군의 혈전 용해 활성은 발효 전 누에 추출물군

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BO군은 혈전 용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발

효를 통해 6.50 unit의 활성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

다. 따라서 누에분말을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

함으로써 혈전 용해 활성이 증가하며, 특히 BO의 B.subtilis 발

효가 혈전 용해 활성 증가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능

산지별 누에분말 및 발효누에분말 추출물의 피부암 세포

(B16-F10), 대장암 세포(HT-29), 전립선 암세포(LNcaP) 및 유

방암 세포(MCF-7)에 대한 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 각각의 암세포에 누에분말 추출물과 발효누에분말 추출물

을 100, 500, 1,0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SRB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 3). B16-F10 세포

에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처

리하였을 때, 대조군(Con)과 비교하여 농도에 상관없이 세포 

생존율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A). 또한, 

HT-29 세포에 누에분말 및 발효누에분말 추출물을 농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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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brinolytic activities of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

worm powder.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 B

C D

     

Fig. 3. Inhibition of the cell growth viability by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in (A) B16-F10 cell, (B) HT-29 cell, (C) LNcaP cell, (D) MCF-7 ce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희석하여 처리하였을 때, BU, NW, BO, BBU 및 BNW 군은 

농도에 상관없이 세포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BBO군은 고농도로 처리한 군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3B). LNcaP 세포에서 BU 및 NW군은 발효와 상관없이 

세포 성장억제 효능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BO 및 BBO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 생존율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 μg/ml 농도의 BBO군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68.27%까지 감소하여 LNcaP 세포의 세포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또한 

MCF-7 세포에 1,000 μg/ml 농도의 BBO를 처리하였을 때, 세

포 생존율이 81.67%로 감소하여 세포 성장을 유의적으로 억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D). 이를 통해 산지별 누에분말 

중 BU 및 NW군은 발효와 상관없이 B16-F10, HT-29, LNcaP 

및 MCF-7 세포에 대해 성장 억제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O군은 Bacillus subtilis 균주로 발효함으로써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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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Macrophage stimulating activity in RAW 264.7 cell by extracts from silkworm powder and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A)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SRB assay. (B)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measured in culture media 

by Griess reagent.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10 및 HT-29 세포보다 LNcaP 및 MCF-7 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능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LNcaP 

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RAW 264.7 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향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인체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면역조절을 들 수 있다. 수많은 면역세포 중 인체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식세포는 선천면역계를 담

당하는 면역세포로 이물질, 노페물 및 생체 내 불필요한 세포 

등을 포식하여 제거한다[5, 16]. 활성산소종 중 하나로 염증유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NO는 반응성이 높은 

생체 생성분자로서, NOS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L-ar-

ginine으로 생성되며 특히 iNOS (inducible NOS)가 염증반응

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산지별 누에 및 발

효누에 추출물의 염증반응 억제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흰 

쥐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에 LPS (lipopolysaccha-

ride)와 산지별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대식세포 활성에 중요한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누에 

및 발효누에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료를 100, 

500, 1,000 µg/ml 농도로 희석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RAW 264.7 대식세포의 세포 생존율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A). 대식세

포의 염증반응 억제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무처리군인 대조군

(Con)에 비해 LPS를 단독 처리한 양성대조군인 LPS군의 NO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LPS와 100, 500, 

1000 μg/ml 농도의 시료를 병용 처리한 군에서는 양성대조군

과 비교하여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변화하였다(Fig. 4B). 

BU, NW 및 BO군은 LPS군과 비교하여 NO 생성량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BU군에서는 농

도에 비례하여 NO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BNW 

및 BBO군에서는 LPS군 및 발효 전 누에추출물 처리군과 비교

하여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1,000 μg/ml 농도의 BBO군에서는 0.679 μM 농도로 

가장 감소된 NO 생성량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염증반응 억제

활성을 보였다. iNOS는 NO 생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며 세포 내 L-arginine을 L-citrulline으로 전환시켜 NO

를 생성하며, NO가 과량 생성되면 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 유전자 변이, 신경세포 손상 등을 유발하

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30]. 본 실험

의 결과를 통해 세 곳의 산지별 누에분말 중 NW 및 BO를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함으로서 염증반응 억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BO의 Bacillus subtilis 균주로 발효

한 것이 염증반응 억제활성 증가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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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산지별 고 균 발효 에의 이화학  특성  생리활성

김태훈․안희 ․김 완․심소연․서권일․조 수*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본 연구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 부안, 남원 및 보은의 산지별 누에분말을 단백질 분해능

이 뛰어난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균주로 발효시켜 제조한 발효누에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구성 아미노산 함량은 부안 누에군(BU)에서 가장 높았으나, 발효 후에는 보은 발효누에군(BBO)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미네랄 함량은 K, Ca, Mg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으나, Na가 가장 높은 미네랄 함량의 

증가율을 보였다. DPPH를 통한 자유라디칼 소거능과 혈전용해 효소활성은 발효 전에 비하여 발효누에군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특히 BBO군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전립선암 세포(LNcaP)와 유방암 세포(MCF-7) 성장 

저해능은 BBO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PS 처리 RAW 264.7세포의 NO생성 억제활성 역시 BBO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지별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을 비교해본 결과 보은 누에가 건강기능성 식품의 소재

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