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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ze-dried silkworm powder has been approved as a functional ingredients for blood glucose control since 2009.
Proximate and nutrient compositions of silkworm powder was summerized as bellow. Silkworm powder contained 4.7%
moisture, 57.7% crude protein, 9.5% crude fat, 5.4% crude fiber, and 9.3% ash. The larval protein contained 18 known
amino acid including glutamic acid and aspartic acid. Fat is composed of 3:7 ratio of saturated fatty acid to unsaturated
fatty acid including various essential fatty acids. It contained 34.7 linolenic acid, 24.4% oleic acid, 20.2% palmitic acid,
9.2% stearic acid, and 7.7% linoleic acid. Five minerals, K, P, Ca, Mg, S were abundant in the silkworm powder with
other minerals such as Cu, Mn, Fe, and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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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Bombyx mori L.)는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으로

알, 누에, 번데기, 나방의 네 시기를 경과하며, 알로서 월

동한다. 일반적으로 사면잠(四眠蠶)인 누에는 5령이 되어

7~8일 정도 뽕을 먹은 후에 뽕 먹기를 중단하고 고치를

짓기 위해 실을 뽑는 데, 이때의 누에를 익은누에(matured

silkworm)이라고 한다. 익은누에는 2~3일에 거쳐 누에고

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로 탈바꿈한 다음 10~15일

지난 뒤에는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

교미, 산란을 하는 것으로 1세대를 마친다. 

전통적인 양잠산업에서는 실크 직물 제조를 위한 누에

고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는 급

격한 산업화와 대외 여건의 변화로 누에 및 누에 부산물

을 식용, 건강소재용, 의료용 소재로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그 중에서 누에분말은 1995년에 혈당 강하에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고, 1998년에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일

반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리고 2009년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 2등급으로 인정받았다. 누에분말

을 식품 소재로 개발한 Ryu et al. (2003)에 의하면, 누에

분말 연구는 동양의 의학 고전 기록에 소갈증(消渴症)에

양잠산물이 효과가 있다는 기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

다고 한다.

혈당 강하 효능을 가진 누에분말의 생산 방법과 임상시

험 결과, 그리고 혈당강하제용 누에의 규격, 혈당 강하 효

능의 작용 메카니즘 등이 보고되었다 (Ryu et al. 1998;

Ryu et al. 2002).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혈당강하 효능

을 가진 누에분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

나 (Jo et al. 2018; Rattana et al. 2017; Kim et al. 2015;

Yatsunami et al. 2011; Yin et al. 2010) 누에분말의 일반

성분 등 영양 성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는 찾아보기 힘

들다. 따라서, 그동안 누에분말의 일반 및 영양성분에 대

하여 그동안 보고된 바를 종합하여 향후 누에분말 연구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kw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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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누에분말의 성분 특성

누에는 알, 누에, 번데기, 누에나방으로 일생동안 4번의

탈바꿈을 하는 완전변태곤충으로 오직 뽕잎만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에서 깨어나서 대략 25일만에 약

10,000배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Kim et al. 1969). 혈당

조절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는 실샘이 발달하지 않은 5령

3일 누에의 동결건조 누에분말(이하 누에분말)이 사용되

고 있고 최근에는 익은누에(홍잠)의 식용 소재화 및 기능

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결건조 누

에분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1. 일반 성분

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누에의 형

태(알, 누에, 번데기, 누에나방)와 시기에 따라 일반 성분

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은 식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누에의 일반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누에분말을 제조하는 5령3일 누에의 일반 성분은 조단

백질 57.7%, 조지방 9.5%, 조섬유 5.4%, 회분 9.3%, 수분

4.7%의 범위에 있었다. 반면 익은누에는 조단백질 62.4%,

조지방 11.7%, 조섬유 1.7%, 회분 3.6%로 조단백질과 조

지방이 증가하고 조섬유와 회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누에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뽕잎에는 조단백질

24.2%, 조지방 2.7%, 조섬유 9.6%, 회분 9.8%, 수분 9.1%

로 구성되어 있었다.

뽕잎의 단백질(24.2%)과 지방(2.7%)은 각각 67.0%, 60.5%

소화되어 누에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Horie et al.

1985). 누에는 5령 3일이 경과한 뒤에는 실샘이 빠르게 비

대 성장을 하여 익은누에가 되면 몸 속의 거의 절반은 실

샘으로 가득차게 되므로 5령 3일 누에(57.7%)에 비하여

높은 단백질 함량(62.4%)를 보였다. 

최근에 식용곤충으로 허가된 장수풍뎅이 유충(Allomyrina

dichotoma larva), 흰점박이꽃무지 유충(Protaetia brevitarsis

larva), 갈색거저리 유충(Tenebrio molitor larva), 왕귀뚜라

미(Teleogyllus emma adult), 쌍별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

adult)의 일반 성분을 보고한 Ghosh et al. (2017)에 의하

면, 조단백질이 44.2 ~ 58.3%, 조지방은 11.9 ~ 34.5%, 조

섬유 4.0 ~ 11.1%, 회분 3.9 ~ 9.7%로 보고되었다. 누에

는 최근에 허가된 식용곤충에 비하여 단백질의 함량이 높

고, 조지방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원으로 섭취하는 소고기(단백질 40.5%, 지방 56.3%),

돼지고기(단백질 27.7%, 지방 69.9%), 닭고기(단백질 54.7%,

지방 44.3%), 달걀(단백질 52.7%, 지방 39.9%)에 비하여

(Ghosh et al. 2017) 누에분말(5령3일, 익은누에)은 각각

단백질 57.7%, 62.4%, 지방 9.5%, 11.7%로 고단백질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아미노산 함량

누에분말의 주요 성분인 조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집합체

이다. 누에분말의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Ryu et al. (1998)의 보고

에 의하면, tyrosine (9.6%), glutamic acid (8.6%), leucine

(4.5%), aspartic acid (3.9%), proline (3.4%)이 주요 구성

성분이다. Yu 등(2008)은 glutamic acid (6.4%), aspartic

acid (4.7%), glycine (3.9%), alanine (3.3%), lysine (3.2%)

이 주요 아미노산이라고 보고하였으며, Ji 등(2016)은

glutamic acid (5.0%), glycine (4.9%), alanine (4.6%),

aspartic acid (4.2%), serine (3.2%)이 중요한 아미노산이

라고 보고하였다. Cha 등(2009)은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

조와는 무관하게 glycine, alanine, glutamic acid, aspartic

acid, serine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Table 1. General composition of silkworm powder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fiber ash Reference

3rd day 5th Instar 4.72 57.68 9.54 5.35 9.33 Average

4.52 57.79 9.7 4.77 10.22 Jo et al. (2019)

4.87 58.49 9.64 4.65 8.63 Ji et al. (2016)

4.77 56.76 9.27 6.62 9.14 Ryu et al. (1998)

Matured silkworm (freezed dried) 4.3 62.43 11.66 1.74 3.63 Ji et al. (2016)

Mulberry leaf 9.13 24.23 2.65 9.56 9.79 Ryu et al. (1998)

Allomyrina dichotoma larva 54.18 20.24 4.03 3.88 Ghosh et al. (2017)

Protaetia brevitarsis larva 44.23 15.36 11.06 6.90 Ghosh et al. (2017)

Tenebrio molitor larva 53.22 34.54 6.26 4.04 Ghosh et al. (2017)

Teleogryllus emma adult 55.65 25.14 10.37 8.17 Ghosh et al. (2017)

Gryllus bimaculatus adult 58.32 11.88 9.53 9.69 Ghosh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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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에 따라 누에분말의 아미노산의 함량에 따라 상

이하나 이는 시료로 사용된 누에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된 것은 산성 아미노산(glutamic acid과 aspartic acid)

과 중성 아미노산(glycine과 alanine)이 주요 아미노산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뽕잎에는 glutamic acid (4.7%)과 aspartic acid (3.6%)이

주요 아미노산으로 보고되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

며 5령기 누에는 중장 등 소화기관에 먹은 뽕잎 등이 존

재하므로 glutaminc acid과 aspartic acid이 주요 아미노산

으로 포함된다. 홍잠은 경우에는 뽕잎을 먹지 않는 상태

이므로 온전히 누에 몸 속의 구성 아미노산이 분석된 경

우로서 홍잠분말은 glycine (9.3%), alanine (7.5%), serine

(6.2%), aspartic acid (4.8%), glutamic acid (4.1%), tyrosine

(3.9%) 순으로 보고되었다 (Ji et al. 2016). 누에분말과 홍

잠분말의 아미노산 조성의 차이는 홍잠에는 실샘이 발달

하여 실크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glycine, alanine, serine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

무지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왕귀뚜라미 성충, 쌍별귀뚜

라미 성충 등 식용곤충의 경우에도 곤충의 종류에 따라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glutamic acid가 가장 많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Ghosh et al. 2017; Rumpold and

Schluter 2013). 누에에서 실샘이 발달 정도에 따라 glutamic

acid의 함량이 줄어들어 누에분말에서는 가장 많은 아미

노산으로 분석되나 홍잠분말의 경우에는 실샘에 포함되어

있는 glycine이 가장 많은 아미노산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의 결과로 볼 때 glutamic acid는 유충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3. 지방산(fatty acid) 조성

지방산은 분자 내에 2중 결합을 가지지 않는 포화지방

산과 2중 결합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가 많다. 불포화지방산은 분자

내 2중 결합의 숫자에 따라 oleic acid계(2중 결합 1개),

linoleic aicd계(2중 결합 2개), linolenic acid계(2중 결합 3

개), 그리고 2중 결합이 4개 이상되는 고도불포화지방산

으로 나눌 수 있다. 

누에분말에는 9.5%의 조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표 1)

누에분말에 있는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여 표 3에 나타내

었다. 누에분말은 3:7의 비율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

산이 포함되어 있다. 누에분말에는 불포화지방산인 linolenic

Table 2. Amino acid contents of silkworm powder

Amino

acid

3rd day 5th Instar Mature silkworm
 

Ji et al. 

(2016)

Silk sericin Silk fibroin Mulberry leaves

Horie et al. 

(1985)

Ryu et al. 

(1998)

Yu et al. 

(2008)

Ji et al. 

(2016)

Kweon et al. 

(2009)

Kweon and Park 

(1998)

met 1.390 0.83 0.657 0.756 0.02 0.30

asp 3.939 4.73 4.151 4.849 12.1 1.18 3.62

thr 1.746 1.96 1.972 2.265 7.2 0.82 1.61

ser 2.201 2.83 3.228 6.193 17.6 10.49 1.58

glu 8.645 6.38 5.015 4.071 7.3 1.07 4.71

gly 2.338 3.85 4.897 9.265 14.6 47.78 1.82

ala 2.688 3.27 4.607 7.460 7.6 29.86 1.37

val 2.349 2.31 2.372 2.292 4.0 1.91 1.00

ile 1.874 1.66 1.447 1.180 1.3 0.59 1.15

leu 4.496 2.81 2.615 2.114 1.5 0.53 2.15

tyr 9.612 2.61 2.595 3.901 1.8 3.88 0.68

phe 2.315 2.04 1.731 1.740 0.5 0.67 1.31

lys 2.169 3.17 2.599 2.395 3.0 0.28 1.85

his 1.776 1.59 1.195 1.160 1.3 0.75

arg 2.713 2.78 2.142 2.123 3.2 0.40 1.61

pro 3.435 1.92 1.657 1.217 0.51 0.65

trp 0.32 0.327 0.437

cys 1.187 0.62 0.531 0.463

total 54.893 45.68 43.74 53.88 83 99.99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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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34.7% (32.72~37.91%), oleic acid 24.8% (21.5~26.9%),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 20.8% (20.4~21.3%), setearic

acid 9.5% (9.0~10.1%), 불포화지방산 linoleic acid 8.3%

(7.56~9.53%) 순이다. 홍잠분말에는 oleic acid 31.1%,

linolenic acid 28.8%, palmitic acid 24.0% 순으로 많았다.

또한 번데기에는 linolenic acid 36.3%, loleic acid 26.0%,

palmitic acid 24.2%로 보고되어 있다. 

장수풍뎅이 유충은 oleic acid(C18:l) 7.94%, palmitic

acid(C16:0) 6.42%, palmitoleic acid(C16:1) 1.32%로 지방

산이 있으며,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에는 oleic acid(C18:l)

7.85%, palmitic acid(C16:0) 1.81%, palmitoleic acid(C16:1)

1.61%, 갈색거저리 유충은 oleic acid(C18:l) 15.56%, linoleic

acid (C18:2) 7.57%, palmitic acid(C16:0) 4.71%, myristic

acid(C14:0) 1.63%, 왕귀뚜라미 성충은 linoleic acid (C18:2)

9.61%, oleic acid(C18:l) 6.98%, palmitic acid(C16:0)

3.06%, 쌍별귀뚜라미 성충에는 linoleic acid (C18:2) 4.15%,

oleic acid(C18:l) 2.91%, palmitic acid(C16:0) 2.16%로 구

성되어 있다(Ghosh et al. 20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인시목 곤충인 누에는 linolenic acid,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linoleic acid순으로, orthoptera 곤충인 왕

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성충은 linolenic acid, oleic acid,

palmitic acid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lleoptera 곤충인

장수품데이 유충, 흰점박이품뎅이 유충은 oleic acid, palmitic

acid, palmitoeic acid 순으로, 갈색거저리 유충은 oleic acid,

linole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순으로 나타나 곤

충의 종류나 성장 단계에 따라 지방산 조성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llinoleic acid, linolenic acid,

arachidonic acid는 인체에 꼭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

이 되지 않거나 함성되더라도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여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지방산

(essential fatty acid)로 알려져 있다. 소, 돼지, 양, 닭 등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대부분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로 되어 있다. 누에분

말에는 필수지방산인 linolenic acid, linoleic acid 등이 많

이 포함되어 있어 식육성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누에분

말 섭취를 통하여 필수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적으

로 바람직하다. 

1.4. 무기물 함량

누에분말은 9.3%의 회분을 포함하고 있어 누에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 및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여 표 4

Table 3. Fatty acid compositions of silkworm powder (% of total fatty acids)

Fatty acid

3rd day 5th Instar Mature silkworm

Ji et al. 

(2016)

Pupae

Tomotake et al. 

(2010)
Average

Jo et al.

(2019)

Ji et al.

(2016)

Cha et al. 

(2009)

Myristic acid (C14:0) 0.15 0.17 0.13 0.15 0.1

Palmitic acid (C16:0) 20.84 20.42 21.32 20.78 23.98 24.2

Palmitoleic acid (C16?:1n7) 0.53 0.46 0.69 0.45 0.82 1.7

Stearic acid (C18:0) 9.54 9.54 10.06 9.01 8.37 4.5

Oleic acd (C18:1n9) 24.8 21.48 26.00 26.91 31.13 26.0

Vccenic acid (C18:1n7) 0

Linoleic acid (C18:2n6) 8.30 9.53 7.80 7.56 6.42 7.3

γ-Linoleic acid (C18:3n6) 0.15 0.2 0.09 0.09

Linolenic acid (C18:3n3) 34.66 37.91 33.36 32.72 28.75 36.3

Eicosenoic acid (C20:1n9) 0.3 0.08 0.52 0.28

Arachidonic acid (C20:4n6) 0.07 0 0.07 0

Eicosapentaenoic acid (C20:5n3) 0 0 0

Lignoceric acid (C24:0) 0.48 0 0 0.48 0

Others 0 0 1.89 0

Total 100 100 100

Saturated fatty acids 30.94 30.33 31.54 32.51

Unsaturated fatty acids 69.07 69.67 68.46 67.49

Mono-unsaturated fatty acids 24.62 22.03 27.21 32.2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44.45 47.65 41.25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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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누에 분말에는 5가지 무기물이 많이 존재

하며, Jo et al. (2019)은 칼륨, 인, 황, 칼슘, 마그네슘 이

많다고 하였다. Ji et al. (2016)은 칼륨, 인, 칼슘, 황, 마그

네슘이 많다고 하였으며, Cha et al. (2009)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다고 하였다. 반면에 익은 숙잠에도 누에분

말과 같이 5가지 무기물(칼륨, 인, 황, 마그네슘, 칼슘)의

많이 존재하며, 함량의 순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누에에는 칼륨, 인, 황, 칼슘,

마그네슘 등 5가지 무기물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존재하는 무기물에 대한 최근의 분석 결과

는 누에의 무기물 조성에 대한 보고와 대체로 누에분말

에는 5가지 무기물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Jo et al

(2019)에 의하면,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인과 황이 빠

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누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물은 일반적으로, P, K,

Mg, Fe, Ca, Zn이며, F, NaCl은 영양상 성장 저해 작용이

있다고 한다. 누에가 요구하는 무기물의 최저요구농도는

칼륨 2,000 ppm, 인 600 ppm, 마그네슘 200 ppm, 아연

5 ppm 등이다(Moon and Lim 1978). 누에분말에 Fe와 Na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분말의 식품 영양 측면에서 살펴보면 누에분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5대 무기질을 포함하여 구리, 철, 망

간, 아연 등은 인체내에서 효소작용, 혈액 응고, 뼈 생성,

신경근육기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다. 무기

질 결핍으로 인한 호흡기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개선

에 누에분말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성 분석이 필요하다. 

1.5. 중금속 함량 

최근에 보고된 누에분말의 중금속 연구 보고를 모아 표 5

에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보고된 문헌에는 동결건조한 5령

3일 누에분말과 홍잠분말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작잠

번데기의 중금속 함량을 보고한 Zhou and Han (2006)에 의

하면, 작잠 번데기에는 납이 1.13 mg/kg, 비소가 1.30 mg/kg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식품기준(0.5 mg/kg)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보고하였다 (Ministry of Health, 2005).

1.6. 비타민류

누에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류를 분석하여 표 6에

Table 4. Mineral concentration (mg/100g) of silkworm powder

Mineral contents
3rd day 5th Instar Mature silkworm

Ji et al. (2016)Average Jo et al. (2019) Ji et al. (2016) Cha et al. (2009)

Ca 570.7 449.89 582.3 680.0 197.8

Cu 1.32 1.48 1.16 1.04

Fe 7.32 6.05 7.62 8.3 8.49

K 3004.9 2769.57 3082.2 3163.0 1176.3

Mg 405.05 345.34 289.8 580.0 211.9

Mn 4.31 4.42 4.40 4.1 1.70

Na 27.3 57.88 17.02 7.0 11.03

P 926.36 732.31 1120.4 749.8

S 395.95 492.7 299.2 298.63

Zn 6.07 4.66 5.94 7.6 5.99

Table 5. Heavy metal concentration (ppm) of silkworm powder treated with plasma

Treatment 

condition

3rd day 5th Instar Mature silkworm

Ji et al. (2016)

A. pernyi pupae

Zhou and Han (2006)Jo et al. (2019) Ji et al. (2016) Cha et al. (2009)

Pb (mg/kg) ND ND ND ND 1.13

Cd (mg/kg) ND ND ND ND NM

As (mg/kg) ND ND ND ND 1.30

Hg (mg/kg) ND ND ND ND NM

ND: not detected, NM: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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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식물을 먹고 사는 곤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

기 위하여 비타민B군이 요구된다. 누에의 경우에는 수용

성 비타민인 티아민(thiamine, B1), 리보플라민(riboflavin,

B2), 피리독신(pyridoxine, B6), 니코틴산(nicotinic acid), 판

토텐산(pantothenic acid), 비오틴(biotin) 등이 필요하다

(Moon and Lim 1978; Ito 1967). 뽕잎에 있는 비타민은

누에의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스코

르브산(Ascorbic acid, C)은 누에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으로, 이 성분이 없으면 2령 이후로는 성장할 수 없

어 인공사료 조성에서 1~2 g/100 g이 필요하다 (Moon and

Lim 1977; Ito 1967).

적   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은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일반 성분 및

영양 성분에 대하여 보고된 바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동결건조 누에분말의 일반 성분은 조단백질 57.7%,

조지방 9.5%, 조섬유 5.4%, 회분 9.3%, 수분 4.7% 내외

였다. 식육성 재료나 식용 곤충에 비하여 단백질 성분이

높고 지방 성분은 낮았다. 

2. 동결건조 누에분말을 이루고 있는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로 아미노산의 조성은 누에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3. 동결건조 누에분말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약 3:7의 비율로 있으며, linolenic acid 34.7%, oleic acid

24.4%, palmitic acid 20.2%, stearic acid 9.2%, linoleic

acid 7.7%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4. 동결건조 누에분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5대 무기

물은 칼륨, 인, 칼슘, 마그네숨, 황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도 구리, 망간, 아연, 철 등의 무기물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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