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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effects of extracts from silkworm (Bombyx mori 
L.) that was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at the levels of 1%(v/w), 2.5%(v/w), and 
5%(v/w) in alcohol-fed rats.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normal group (N), 
alcohol treated group (C), silymarin treated group (PC, positive control), 5% silkworm powder treated 
group (SP5), 1%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powder treated group (BSP1), 2.5% BSP treated 
group (BSP2.5), and 5% BSP treated group (BSP5). The activities of AST, ALT, ALP, and LDH in the 
serum and the triglyceride concentrations in the liver and serum were increased by alcohol feeding 
but were reduced in the BSP5 group.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otal lipids, free fatty acids, and total 
cholesterol were increased in the alcohol-fed group but were reduced in the BSP5 group. The activities 
of ADH, ALDH and ADH, ALDH protein levels in the liver were increased in the BSP5 group. The 
TBARS contents in the liver, serum, liver mitochondria, and liver microsomes were slightly decreased 
in the BSP5 group compared to the C group. The hepatocytes in alcohol-fed rats contained numerous 
large droplets; however, BSP5 treatment prevented alcohol-induced lipid droplet accumulation in the 
hepatocytes. Based on these results, extracts from Bacillus subtilis-fermented silkworm (Bombyx mori L.) 
have significant potential for development into a functional health food that can improve alcoholic 
fatty liv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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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중성지방이 

간 조직 내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알코올은 체내 당 대사와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쳐 간세포의 NADH/NAD
+의 비율과 

지방 합성에 필요한 전구체를 증가시켜 중성지방의 합성은 

증가시키고 분해는 감소시킨다. 또한, 과잉 생성된 acetalde-

hyde는 간세포 내 주요 단백질과 지질의 기능을 저하시켜 단

백질 합성 감소 및 중성지질 축적을 유도하여 간세포의 손상

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 시 지방간에서 간 경변, 

간암으로까지 진행되기도 한다[16].

누에나방과(Bombycidae)에 속하는 누에(Bombyx mori L.)는 

약 5천년전 중국에서 최초로 사육되기 시작하여 한국, 일본 

등지에서 생사 생산을 위해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는 유용 

곤충 중 하나로, 최근 인조 견사의 등장으로 실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섬유 재료 이외에 식품, 화장품, 

의료용 소재 등의 기능성 소재로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29, 

34]. 누에는 단백질,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및 n-3 계열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 등의 함량이 높아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등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10, 

36].

최근 발효식품의 기능성분 및 생리활성이 알려지면서 발효

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 발효는 유용

미생물이 당질을 이용하여 알코올, 유기산, CO2 등의 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식품의 발효는 독성물질 파괴, 소화성 증진, 

가용성 성분 함량 증가, 생리활성 물질 생성 및 가수분해효소

의 생성 등 영양학적인 가치가 높다[28]. 고초균(Bacillus sub-

tilis)은 호기성균으로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하며 주로 

콩 발효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청국장은 대표적인 고초균 발

효식품 중 하나로,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고초균에 의해 탄수

화물 및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혈전 용해 효소, 기능성 펩타이

드 및 고분자 점질물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한다[20]. 이 

중 고분자 점질물은 고초균의 대사물질 중 하나로 glutamic 

acid의 중합체인 γ-polyglutamic acid (PGA)와 과당의 중합체

인 levan으로 구성되어 있다[35]. 특히 PGA는 미생물 고분자 

물질로서 면역증진, 항암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응용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이

다[31].

Yoon [34] 등의 연구에 따르면 누에 추출 분말을 흰 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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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

Ingredients N
Alc

C PC SP5 BFSP1 BFSP2.5 BFSP5

Casein

Corn starch

Sucrose

Cellulose

Corn oil

Mineral mixture1)

vitamin mixture2)

Choline bitartrate

DL-Methionine

SP

BSP

Silymarin

Total

20

15

45

5

10

3.5

1

0.2

0.3

0

0

0

100

20

15

45

5

10

3.5

1

0.2

0.3

0

0

0

100

19.9

15

45

5

10

3.5

1

0.2

0.3

0

0

0.1

100

20

15

40

5

10

3.5

1

0.2

0.3

5

0

0

100

20

15

44

5

10

3.5

1

0.2

0.3

0

1

0

100

20

15

42.5

5

10

3.5

1

0.2

0.3

0

2.5

0

100

20

15

40

5

10

3.5

1

0.2

0.3

0

5

0

100

N : Normal, C : Control, PC : Silymarin, SP5 : Silkworm extract 5%, BSP1 : Bacillus subtilis fermented silkworm extract 1%, BSP2.5: 

Bacillus subtilis fermented silkworm extract 2.5%, BSP5 : Bacillus subtilis fermented silkworm extract 5%.
1)AIN 93 M-MX mineral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2)AIN 93 VX vitamin mix, MP biomedicals, Illkirch, France.

급여시켜 당 대사와 지질대사에 대한 개선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Ahn [1] 등은 Bacillus subtilis 균주와 Aspergillus ka-

wachii 균주로 발효하여 얻은 발효누에 분말을 orotic acid-유

발 지방간 모델 흰 쥐에 급여하여 지방간 개선효과를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발효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농도별 발효누에 추출물을 

제조하고, 알코올 급여 흰 쥐에 급여하여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개선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누에분말은 2017년 3월 열풍 건조된 분말을 보은누에토종

농장(충북 보은,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발효 균주는 본 연구실

에서 분리·등록한 단백질 분해능이 우수한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균주[27]를 사용하여 열풍 건조 누에분말을 발효

시켜 사용하였다. 전 배양시킨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살균한 

열풍 건조 누에분말에 5%(v/w) 수준으로 접종하여 30℃에서 

72시간 발효시킨 후 8시간 동안 열풍 건조하였다. 수용성 추출

물은 건조된 발효누에 분말 100 g을 칭량하여 10배수의 정제

수를 가한 후 37℃ 항온수조에서 3시간씩 교반하면서 3회 반

복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Whatman NO.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Buchi 

Rotavapor R-215, Flawil, Switzerland)로 50℃에서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시키고 동결건조(Eyela FUD-21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하여 실험동물에 사용하였다. 

식이조성  사육조건

실험동물은 5주령의 Sprague-Dawley 계 수컷 흰 쥐를 ㈜대

한바이오링크(충북 음성, 한국)에서 구입하여 일주일 간 시판 

고형 사료를 급여하면서 환경에 적응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

하였다. 본 실험은 체중이 동일하게 난괴법(randomized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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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55±5%) 및 명암주기(명주기: 07:00~19:00)가 조절되는 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정상군

(N, Normal), 알코올 투여 대조군(C, Control), 알코올+누에 

추출물 5%(v/w) 투여군(SP5), 알코올+발효누에 추출물 1% 

(v/w) 투여군(BSP1), 알코올+발효누에 추출물 2.5%(v/w) 투

여군(BSP2.5), 알코올+발효누에 추출물 5%(v/w) 투여군(BSP5)

과 간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silymarin을 식이 중에 0.1%(v/w) 

농도로 투여한 양성 대조군(PC, Positive control)의 총 7 군으

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동물은 각 군마다 6마리씩 

나누고, 사육 기간 중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으며 체중

은 매주 한번씩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다. 이 때 알코올 투여

는 실험동물에서 알코올에 의한 급성 독성을 막기 위해 알코

올 농도를 처음 10%로 시작하여 최종 30% 농도로 1주일마다 

단계적으로 높여 본 실험을 시작하면서 시료를 병용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

번호: DIACUC-승인-16-29)을 받아 진행하였다.

동물실험, 시료 채취  분석 시료 조제

동물실험은 4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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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간 실온에 방치시킨 후 3,000 r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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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분 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혈청을 혈청 생화학적 분석에 

제공하였다. 채혈 후 각 조직을 적출하여 차가운 0.9% 생리식

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고 

분석 시료로 제공하였다.

청 지질농도  생화학  지표분석

혈청 중의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free fatty acid, phospholipid, total protein, albumin 농도 및 

AST, ALT, ALP, LDH 활성은 의료 전문 수탁 검사기관인 서

울의과학연구소(경기도 용인, 한국)와 동남의화학연구소(부

산, 한국)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alcohol  acetaldehyde 농도 측정

혈청에 함유된 alcohol 및 acetaldehyde 농도는 시판용 

R-Biopharm 사의 UV-Test kit (Darmshadt, Germany)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즉, 혈중 alcohol 농도는 NAD와 phosphate 

buffer (pH 9.0) 3 ml 혼합액에 혈청 0.1 ml를 첨가한 후 약 

3분 간 반응하여 340 nm 흡광도를 측정하고, 혼합액에 ADH 

0.05 ml를 첨가하여 20℃에서 10분 간 incubation시켜 340 nm 

흡광도에서 생성된 NADH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이 때 혈액 중의 alcohol 농도는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중 acetaldehyde 농도는 NAD와 phosphate buffer (pH 

9.0) 3 ml 혼합액에 혈청 0.2 ml를 첨가한 후 약 3분 간 반응하

여 340 nm 흡광도를 측정하고, 혼합액에 ALDH 0.05 ml를 

첨가하여 20~25℃에서 5분간 반응시켜 흡광도 340 nm에서 

생성된 NADH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혈액 중의 acetaldehyde 농도는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간 조직의 분획 조제

간 조직으로부터 homogenate 분획 조제는 간을 일정량 취

해 ice-cold potassium phosphate buffer 용액(0.1 M/L potas-

sium phosphate containing 1mM/L sodium EDTA and 1 

mM/L dithiothretiol, pH 7.4)을 9배량 첨가하여 IKA- 

ULTRA-TURRAX T25 basic homogenizer (IKA-WERKEGMBH 

& Co., KG, Staufen, Germany)를 이용하여 균질액을 제조하

였다. Homogenate 용액을 먼저 800x 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하고, 상등액을 다시 고속원심분리기(VS-24SMTi, Vision 

Scientific Co., Ltd.)에서 10,000x g으로 20분 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pellet은 mitochondria 분획으로 하였다. 이 때 micro-

some이 함유된 상층액은 105,000x g에서 60분 간 초원심분리

하여 상층의 cytosol 분획과 침전된 microsome 분획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Homogenate, mitochondria, microsome 

분획의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방법에 준하여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품으로 하여 측정하였다[6].

ADH  ALDH 효소 활성 측정

간 조직 유래의 ADH 활성은 Bergmeyer의 방법[5]을 변형

하여 340 nm 흡광도에서 NADH의 생성속도를 측정하였다. 

즉, 반응액 조성은 증류수 1.5 ml, 1.0 M Tris-HCl buffer (pH 

8.5) 0.75 ml, 20 mM NAD+ 0.3 ml, ethanol 0.3 ml, 효소원 

0.15 ml를 cuvette에 넣고 총 3 ml이 되도록 조절하여 30℃에

서 5분 간 pre-incubation 시킨 후, 5분 동안 340 nm에서 흡광

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간 조직 유래의 ALDH 활성은 

Koivula [19] 등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acetaldehyde에서 

acetate를 생성하는 효소로 NAD로부터 NADH를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즉, 반응액의 조성은 증류수 2.2 ml, 1.0 

M Tris-HCl buffer(pH 8.0) 0.3 ml, 20 mM NAD+ 0.1 ml, 1.0 

M acetaldehyde 0.1 ml, 3.0 M KCl 0.1 ml, 0.33 M 2-mercap-

toethanol 0.1 ml, 효소원 0.1 ml를 총 3 ml이 되도록 조절하여 

cuvette에 넣고 30℃에서 5분 간 pre-incubation한 후, 5분 동안 

3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정량된 ADH 및 ALDH 효소 단백질을 10% SDS-poly-

acrylamide gel에 각 well 당 100 μg을 loading하여 전기영동 

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300 mA의 조건으로 4℃에서 16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충분히 transfer하였다. 이 

membrane을 blocking agent인 5% skim milk로 1시간 동안 

실온에서 non-specific binding protein을 blocking한 후, TBST 

buffer (10 mM Tris-HCl pH 7.5, 100 mM NaCl, 0.1% Tween 

20)로 세척하였다. Blocking 시킨 membrane을 primary 및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킨 후 TBST buffer로 세척하였

다. Primary antibody는 세척된 membrane에 ADH (diluted 

1:4000, Cell signaling)와 goat anti-rabbit IgG (diluted 1:4000, 

Cell signaling)으로 incubation 시켰다. Nitrocellulose mem-

brane 상의 단백질은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의 image analysis 방법으로 검출하였다. 각각 반응

된 ADH 및 ALDH protein band의 상대적 density는 densi-

tometer(Lumi-Imager F1, Roche, Siwzerland)로 정량하였다.

과산화지질 측정

분획한 homogenate, mitochondria 및 microsome 생체막

의 과산화지질 함량은 TBARS 방법[26]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 1 mg을 함유한 분획 용액 1 ml에 각각 TBA (thiobarbituric 

acid) 시약 2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끓는 물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뒤 실온에서 방냉하여 3,000 rpm으로 10분 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tathione 함량 측정

각 조직의 glutathione 함량은 조직 homogenate 분획 0.2 

ml에 3차 증류수 0.3 ml과 0.4% sulfosalicylic acid 0.5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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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body weight, weight gain, food intake and water consumption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Water consumption

 (ml/day)

N

C

PC

SP5

BSP1

BSP2.5

BSP5

252.75±2.46
a

267.17±1.35b

256.33±1.82a

265.50±1.41
b

264.00±2.70b

253.33±2.28a

257.00±0.82a

419.63±5.07a

410.33±9.57ac

409.50±7.97ac

404.50±8.45
ac

399.50±12.18ab

371.17±12.52b

389.83±10.32bc

166.88±3.56a

143.17±8.63ab

153.17±7.34ac

139.00±8.64
bc

135.50±9.85bc

117.83±10.83b

132.83±9.59bc

18.91±0.12a

16.32±0.28b

15.66±0.39bd

14.97±0.34
cd

14.80±0.51cd

14.00±0.70c

14.20±0.50c

23.48±1.74a

17.47±0.87b

13.69±1.29bc

14.08±0.57
bc

15.72±1.98bc

12.74±1.01c

13.01±0.77c

Values are mean ± 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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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issue absolute weight in alcohol feeding rats (g)

Group Liver Kidney Heart Spleen Testis
Perimental

fat Pad
Epididymal

fat Pad

N

C

PC

SP5

BSP1

BSP2.5

BSP5

10.17±0.18
a

14.68±0.04b

10.75±0.22ae

13.24±0.17c

12.08±0.38d

11.62±0.32de

10.82±0.50ae

2.58±0.06a  

2.72±0.08ab

2.80±0.07ab

2.95±0.08b

2.78±0.14ab

2.57±0.08a

2.63±0.09a

1.35±0.02a  

1.23±0.02bc

1.30±0.04ac

1.25±0.02ab

1.25±0.03ab

1.18±0.04b

1.18±0.05b

0.82±0.02a

0.79±0.05a

0.79±0.03a

0.86±0.06a

0.75±0.05a

0.76±0.03a

0.78±0.05a

3.58±0.09a  

3.63±0.07a

3.59±0.08a

3.98±0.10b

3.79±0.17ab

3.62±0.12a

3.68±0.07ab

9.25±0.71a  

5.47±0.68b

7.65±1.17ab

5.90±0.79b

5.95±0.97b

6.01±0.45b

6.45±0.74ab

9.47±0.48a  

5.36±0.41b

7.30±0.59c

5.86±0.65bc

6.19±0.44bc

6.42±0.56bc

6.60±0.54bc

Values are mean ± 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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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여 혼합한 후 원심분리 시킨 뒤 상등액 0.3 ml에 5,5’-di-

thios (2-nitrobenzoic acid) (DTNB) 발색시약을 첨가하여 412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으며, glutathione의 표준 검량 곡선

에 의해 함량을 산출하여 조직 g당 mg으로 표시하였다[33].

간 조직의 병리조직학  찰

해부 직후 적출한 간을 냉각 생리식염수로 관류하여 혈액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조직의 일정한 부위의 일부를 취하여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여 통상적인 조직처리인 파라핀 

포매 과정을 거쳐 3~4 μm 두께로 절편하여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41, Olympus 

Co.,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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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과  고찰

체 , 식이  음료 섭취량 변화

각 군의 체중 변화량과 식이 및 음료 섭취량은 Table 2와 

같다. 정상군과 알코올 급여군의 체중 증가량을 비교하였을 

때 알코올 급여군은 정상군에 비해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성장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식이 섭취량 및 음료 섭취량 역시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코올은 소장에서

의 영양소 및 식이성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영향 불균형을 초

래함으로써 체중 증가량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된 바 있다

[12].

각 장기의 량

알코올 섭취 시 알코올의 독성으로 인해 간 경변이 초래되

고 간세포의 cytosol에 지방, 단백질 등이 축적되어 세포 용적

이 증가됨에 따라 간 비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3].

각 군의 장기 무게는 Table 3과 같다. 간 조직의 무게는 N 

군과 비교하였을 때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알코올 투여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 유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군은 13.87 g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SP 및 BSP 투여군에서 간 조직의 무게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BSP5 군에서는 

11.32 g의 무게를 보이며 PC 군과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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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ST                 B                    ALT

     C                     ALP                 D                    LDH

Fig. 1.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activities of AST (A), ALT (B), ALP (C) and LDH (D) in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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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었다. 신장, 심장, 비장 및 고환의 무게는 각 군마다 수치상

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장 주위 지방과 고환 

주위 지방은 정상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알코올 투여군

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 알코올 투여에 따라 정상적인 지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AST, ALT, ALT  LDH 활성 변화

간 손상의 임상지표로 알려진 AST, ALT, ALT 및 LDH 활

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혈중 AST 및 ALT 활성은 간세포 

손상 시 간세포에 장애 또는 괴사가 진행되어 AST 및 ALT가 

혈중으로 유리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AST 및 ALT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이는 알코올 투여로 인한 

간 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BSP 투여군은 농

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BSP5 군에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여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의 급여가 알

코올성 간 손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ALP는 간, 뼈, 백혈구, 장, 태반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간염, 간 경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간 질환에서 활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ALP 활성 또한 정상군에 비해 알

코올 투여군에서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BSP 투여

군에서 농도에 의존적으로 활성이 감소하여 BSP5 군에서는 

정상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어 간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해당계 효소로서 급성 간염, 

간암 등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LDH [15] 또한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여 알코올 독성에 의한 간 독성을 확인하였으며 BSP 투여군에

서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알코올성 간 손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

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은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조직   성지질 농도 변화

간은 지질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

져 있으며, 간 조직 내 중성지질 대사와 혈중 중성지질 농도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한편 알코올은 간 조

직 내 triglyceride 형태로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Kim [18] 등에 의하면 알코올 투여에 의해 간 조직 

내 중성지질 축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흰 쥐에 

3 g/kg의 용량으로 알코올을 급여시킨 결과 수 시간 내에 간 

조직 내 중성지질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간 조직 및 혈중 중성지질 농도가 정상군과 비교하였

을 때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알코올성 지방

간이 유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SP 투여군에서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BSP5 군

에서는 중성지질 농도가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고농도의 발효누에 추출물에 의해 알코올성 지방간이 어느정

도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알코올 섭취는 혈중 중성지질 농도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Fig. 2). 혈중 중성지질 농도는 C 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알코올성 간 손상에 의한 지질대사 

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양성 대조군인 PC 군은 

혈중 중성지질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정상군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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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r Triglyceride                         Serum Triglyceride

Fig. 2.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concentrations of triglyceride in liver and serum in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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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3.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concentrations of Total lipid (A), Free fatty acid (B), Phospholipid (C), Total cholesterol (D) 

and HDL-cholesterol (E) in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ar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SP 및 BSP 투여군에서도 혈중 

중성지질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BSP5 군에서는 정상군, PC 군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

를 보여 혈중 중성지질 농도 감소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질 농도 변화

혈중 지질농도는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질혈증 등도 심혈관계 질

환의 위험 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25].

혈중 총 지질 농도는 혈중 중성지질 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수치가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SP 및 BSP 투여군에서는 혈중 총 지질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특히 BSP 투

여군은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BSP5 

군에서는 정상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또한 혈중 유리지

방산의 농도 역시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높은 수

치를 보였으며 SP 및 BSP 투여군 모두 C 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혈중 총 지질 농도와 혈중 유리지방

산의 농도는 혈중 중성지질 농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 역시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SP 및 BSP 투여군에 

의해 유의적으로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BSP5 군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고농도의 발효누에 

추출물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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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                                      ALDH

Fig. 4.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activities of hepatic alcohol dehydrogenase (ADH)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in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mean ± S.E., n=6. Values ar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serum concentrations 

of alcohol and acetaldehyde in alcohol feeding rats

Group
Serum alcohol

 (mg/100 ml)

Serum acetaldehyde

 (mg/100 ml)

N

C

PC

SP5

BSP1

BSP2.5

BSP5

0.00±0.00
a

0.05±0.00b

0.02±0.01ac

0.03±0.00bc

0.02±0.01ab

0.02±0.00ab

0.02±0.01ab

3.41±0.38a

8.26±0.21b

3.99±1.87ac

6.09±0.15bc

5.88±0.33ab

5.87±0.62ab

5.24±0.44ac

Values are mean ± S.E., n=6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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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사료된다. 이 중 HDL-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수준의 

지표로서 주로 간 조직에서 합성되며 혈관 내 침착된 LDL-콜

레스테롤을 분리 및 간 조직으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이용 또

는 체외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

도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알코올 투여군에서 낮게 측정되었다. 

SP 및 BSP 투여군에서는 C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BSP5 군에서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

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이 혈

중 지질농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alcohol  acetaldehyde 농도 변화

알코올과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acetaldehyde는 음주 후 숙

취의 주요 원인 물질로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생체 내 

활성 아민류와 축합한응을 통해 간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며 ALDH에 의해 대사되어 acetic acid를 생성한 후 이산

화탄소와 물로 가수분해 되어 완전히 분해된다[21]. 알코올에 

의한 간 독성은 ADH에 의해 환원된 형태의 hepatic nicotina-

mide adenine dinucleotide 및 acetaldehyde의 과도한 생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4], acetaldehyde의 독성

에 따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로 간 경변, 심장 및 뇌 기능 

저하 등이 보고되어 있다[14].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알코

올 투여군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군

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SP 및 

BSP 투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혈중 acetalde-

hyde 농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Table 4). 혈중 acetaldehyde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BSP 투여로 인

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초균 발효누

에 추출물을 급여함으로써 혈중 알코올 및 acetaldehyde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 급여에 

따라 ADH 및 ALDH 활성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 조직 ADH  ALDH 활성 변화

체내로 들어온 알코올은 대부분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후 

간에서 대사되어 분해되는데, 지속적인 알코올의 섭취는 영양

소 흡수장애, 간 기능 손상 등을 초래한다. 알코올은 간세포 

내 ADH (alcohol dehydrogenase)와 cytochrome P-450에 의

해 acetaldehyde로 분해되고, ALDH (aldehyde dehydrogen-

ase)에 의해 acetic acid를 생성한 후 이산화탄소와 물로 가수

분해 되어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진다. 또한 만성적 알코올 섭

취에 따른 알코올 중독 시에는 MEOS (micro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에 의해 acetaldehyde가 생성되고, 생성된 

acetaldehyde는 혈액을 통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에너지 대

사에 이용될 수 있으나, 간 조직 내에서 지방산 합성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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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activities of hepatic ADH 

and ALDH western blot analysis in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Values are dif-

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6.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TBARS concentrations in the hepatic fractions and serum of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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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됨으로써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4, 19].

간 조직의 ADH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과 C 군은 

ADH 활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SP 투여군에서는 유

의적으로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4). ALDH 활성 

측정 결과 역시 ADH 활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정상군에 

비해 C 군에서 약간의 활성 증가를 보였으며, PC 군, SP 및 

BSP 투여군에서는 ALDH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

라서 고농도의 발효누에 추출물이 알코올 급여 흰 쥐의 간 

조직 내 ADH 및 ALDH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

로 생각되며 알코올 급여 흰 쥐의 혈중 알코올 및 acetalde-

hyde 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어느정도 뒷받침 해주는 것으

로 보여진다.  

ADH 및 ALDH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여 Fig. 5에 나타내

었다. 정상군에서 가장 낮은 발현량을 보였으며 PC 군에서 

가장 높은 발현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BSP5 군에서 PC 군과 

유사한 수준의 단백질 발현량을 보이며 ADH 및 ALDH 효소 

활성과 단백질 발현량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알코올 급여 흰 쥐에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을 병용

하였을 때 알코올 대사와 관련된 ADH 및 ALDH 효소 활성과 

단백질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양성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은 간 조직 내 알코올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과산화지질 농도 변화

생체 내 과산화지질은 독성 화합물 또는 약물에 의한 간 

손상 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세포 내 유리 라디칼 

생성의 증가 및 항산화력의 감소로 인해 증가하며, 다양한 퇴

행성 질환의 주요 인자로 보고되어 있다[22]. 또한 간 독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혈중 AST 및 ALT 활성 등과 같이 간 

독성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4].

TBARS 법을 이용하여 조직 내 과산화지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간 조직의 과산화지질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 알코올 

급여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SP 및 BSP 투여군에서 과산화지질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BSP5 군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고농도

의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을 급여함에 따라 알코올성 간 손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6 705

                             Liver                                     Serum

Fig. 7. Effects of SP and BSP on glutathione concentration in the liver and serum of alcohol feeding rats. Abbreviation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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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Effects of SP and BSP on the hepatic histopathologic changes in alcohol feeding rats. The liver section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magnification ×2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상이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혈중 과산화지질 농

도 역시 간 조직의 과산화지질 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 급여로 인해 증가된 과산화지질 농도는 SP 및 BSP 투

여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농도에 의존적인 

경향을 볼 수 없었으나 BSP5 군에서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

까지 과산화지질 농도의 감소 경향을 

보여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의 급여가 혈중 과산화지질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 

조직의 mitochondria와 microsome의 과산화지질 농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알코올성 간 독성 모델 흰 

쥐에 Monascus Purpureus 균주를 이용한 발효당귀를 급여하였

을 때 알코올 투여 대조군에 비해 과산화지질 농도가 감소하

였으며, 비발효 당귀 급여군과 비해서도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당귀를 발효함으로서 과산화지질 함량 감소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을 급여

함으로서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 흰 쥐의 조직 내 과산화지질 

함량 감소에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Glutathione 함량 변화

L-glutamate, L-cysteine 및 glycine으로 구성된 non-pro-

tein tripeptide 항산화 물질인 glutathione은 간 조직 내 독성

제거 반응에 의한 체내 항산화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조직 내 glutathione 농도는 과산

화지질, 활성 유리기 및 산화기 등의 작용으로부터 세포를 방

어하는 항산화 작용과 상관관계가 높다. 흰 쥐에서 알코올 급

여를 하였을 때 간 조직 및 혈중 glutathione 농도가 저하되었

으나, SP 및 BSP 투여로 인해 glutathione 농도가 회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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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Fig. 7). BSP 투여군에서는 농도에 의존적

으로 glutathione 농도가 회복되었으며 특히 BSP5 군은 간 조

직 및 혈중 glutathione 농도가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

복되어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이 알코올 투여로 인한 간 조

직 및 혈중 glutathione 농도 감소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glutathione 고함유 효모를 알

코올성 간 손상 동물모델 흰 쥐에 급여하여 간 손상 회복에 

대한 개선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9].

간 조직의 morphology 변화

지방간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손상 유발의 초기

단계로 간세포내 산소나 영양분 등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간세포 내 지방 입자는 지방간이 유발됨에 

따라 지방구의 수와 부피가 증가한다[32]. 실험동물을 해부한 

직후 간 조직을 적출하여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

군에서는 간 소엽의 구조가 잘 유지되어 있었으며, 간세포는 

둥근 핵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Fig. 8). 알코올 

투여 대조군은 간세포 내 지방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여 알

코올성 지방간의 유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SP 및 BSP 투여군에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BSP5 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간 소견을 보이며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을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 흰 쥐에 급여하였을 때 혈중 간 기능 지표 효소 

활성의 감소, 간 조직 및 혈중 중성지질 농도 개선, 조직 내 

과산화지질 농도 개선 등의 효과를 보여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서 활용할 가

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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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고 균 발효 에 추출물이 알코올성 지방간 유발 흰쥐에 미치는 간 기능 개선 효과

김태훈․안희 ․김 완․심소연․서권일․조 수*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본 연구는 누에 분말을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난 Bacillus subtilis KACC 91157 균주로 발효하여 얻은 발효누에 

추출물(BSP)을 식이 중에 각각 1%, 2.5%, 5% 수준으로 첨가하여 알코올 투여와 함께 4주 동안 흰쥐에 급여한 후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알코올 급여로 인해 증가된 혈중 AST, ALT, ALP 및 

LDH 활성은 BSP5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발효누에 추출물은 간 조직 및 혈중 중성

지질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주고, 간 조직 내 ADH, ALDH 활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내 과산화지질 함량을 측정해본 결과 BSP5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조직의 병리학적 관찰 결과 알코올 투여 대조군은 간세포 내 지방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BSP 투여군

에서 유의적으로 지방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초균 발효누에 추출물은 알코올성 지

방간에 대한 개선효과를 가지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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