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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미생물에 따른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특성

조유영* · 권해용 · 김현복 · 지상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Characteristics of the Fermentation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Fermented Using Different Microorganisms

You-Young Jo*, Hae-Yong Kweon, Hyun-bok Kim, and Sang-Deok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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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fermented silkworm “Dongchunghacho” (Paecilomyces tenuipes) with improved absorption
and increased effectiveness, we fermented Dongchunghacho using four kinds of microorganisms, viz., lactic acid bacteria,
Bacillus subtilis, Natto bacillus, and yeast. A total of 15 samples were fermented using a combination of microbial inoculation
culture and conditions to produce fermentation products. The contents of basic components such as sugar, reducing sugar,
protein,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antioxidant,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of the fermented products were analyzed. We observed that reducing sugar and protein contents
decreased in most of the fermented products, but the products fermented using yeast exhibited higher sugar content and,
thus, higher sweetness.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did not increase in fermented products compared to
non-fermented Dongchunghachos, bu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increased
by fermentation. In particular, total flavonoid conte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nd thrombolytic activities primarily increased
in the products fermented using yeast and lactic acid bacteria.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increase in these
activities in samples fermented by single fermentation using only yeast. Therefore, we propos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fermented food from silkworm Dongchunghacho (P. tenuipes) with excellent health benefits through additional study
of multiple fermentation conditions using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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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안

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홍삼

과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건강식품은 발효와 관련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의 증가로 항산화 활성 등의 약리학적 특성이 향상된다

는 보고와(Katina et al, 2007) 흡수율 및 유용성분이 증

가됨에 따라 새로운 생리활성이 부여되는 등 발효식품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식품, 약품, 화장품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발효에는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곰팡이 등의 유익한 미생물이 이용되며, 발효

를 통한 bio-conversion에 의하여 유효성분 생성 및 증가

로 다양한 생리활성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Yang et al, 2007). 발효란 미생물 스스로 유기물을 분

해시키는 과정으로 이 과정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발효에 의해 각종 영양성

분을 비롯하여 아미노산, 유기산, 항산화물질이 증가하고

물질의 생리활성 효능과 tyrosinase 저해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효에 이용하는 균주에 따라 발효

된 산물의 성분 및 기능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Kim et

al, 2010; Lee and Li, 2010; Oh and Mo, 2011;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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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i, 2012). 또한 균주마다 만들어내는 효소와 물질이

다르므로 발효에 사용하는 균주에 따라 발효시키는 물질

의 성분 및 기능성에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위적인 발효의 경우 대부분 한가지 균주만을 이용하는

단 발효방법을 주로 이용하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김치,

청국장과 같은 식품에서 미생물을 분리해보면 한 종류의

미생물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발효에 동

참해 유용물질을 생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1997; Ho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산균과, 고초균, 낫토

균, 효모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단 발효와 복합 발

효를 시도하였다.

동충하초는 진시황이 복용하였다고 하여 유명해진 불로

장생의 명약으로 대표적인 천연물면역력 증강, 혈당강화,

항암, 간기능 개선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Kim et al,

2012;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0; Jo et al, 2008)

를 가지고 있다. 동충하초는 곤충몸속으로 동충하초 포자

가 들어가 발육 증식하면서 기주곤충을 죽이고 얼마 후

자실체를 곤충 표피에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야생에서 발

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종이 보고되고 있다(Jo et

al, 2015). 그중 누에동충하초(P. tenuipes)는 국내에서 고

유하게 개발된 품종으로 통상 눈꽃동충하초라고 하며 면

역자극활성, 항종양 활성, 저혈당 활성 등의 여러 생리활

성이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누에동충하초의 유효성분 증가 및 흡수

력 향상을 위하여 발효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균주인 유

산균(Lactobacillus brevis), 청국장 발효균주인 고초균

(Bacillus subtilis), 낫토 발효균주인 Bacillus licheniformis 와

빵 반죽에 사용하는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등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한 가지 미생물만 이용하는 경우, 2가

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3가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

우, 4가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 가능한 모든 경우

의 수의 발효 조건(총 15가지)으로 누에동충하초(눈꽃동

충하초)를 발효시켜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단백질함량, 단백질 분자량 분포, 총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 혈전용

해 활성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균주
본 실험에서 사용한 누에동충하초(P. tenuipes, 눈꽃동충

하초)는 5령 기잠 누에에 동충하초 균주를 접종하여 재배

하고 수확하여 동결건조 후 분말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동충하초 발효를 위하여 식품용으로 이용 가능한 B.

licheniformis (KACC 10307), B. subtilis (KACC 10372),

L. brevis (KACC 14481), S. cerevisiae (KACC 30008)

균주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로부터 분양을

받아 분양 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
누에동충하초 동결건조 분말 50 g에 멸균 증류수

600 ml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 뒤, B. licheniformis, B.

subtilis, L. brevis, S. cerevisiae 균주를 이용하여 배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즉 단일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하는 경

우부터 4가지 균주 모두를 이용하는 복합균주를 조합하여

발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15가지를 이용하여 눈꽃

동충하초의 발효를 시작하였다(Table. 1.). 

발효조건은 35
o
C, 120 rpm에서 7일 동안 진탕 배양 후,

발효가 완료된 시료를 2,500 rpm 에서 30분간 원심분리

(Eppendorf AG 22331)한 상등액을 동충하초 생리활성의

변화를 확인하기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정량분석 
당도계(ATAGO PAL-α)를 이용하여 각 발효산물의 당

도를 측정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 환원당 정

량은 DNS방법(Jung et al., 1991)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발효산물 시료 50 µl에 DNS시약 150 µl를 가한 뒤 105
o
C

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빠르게 냉각 시키고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당의 표준곡선은 glucos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1. The list of silkworm Dongchunghacho fermented
strains

No Strains
1 Bacillus licheniformis 
2 Bacillus subtilis 
3 Lactobacillus brevis 
4 Saccharomyces cerevisiae 
5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6 Bacillus licheniformis + Lactobacillus brevis 
7 Bacillus licheniformis + Saccharomyces cerevisiae 
8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9 Bacillus subtilis + Saccharomyces cerevisiae 

10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siae 
11 B.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12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
siae 

13 Bacillus licheniformis +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siae 

14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Saccharomyces cere-
visiae 

15 Bacillus licheniformis + Bacillus subtilis + Lactobacillus brevis 
+ Saccharomyces cerevi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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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 및 분자량 분포
분석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방법

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백질 표준곡선은 알부민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분석시료 10 µl에 Bradford 시약

(SIGMA B6916) 200 µl를 가한 뒤 595 nm에서 micro

plate reader (ThermoFisher spectrophotometer 1510)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단백질 함량을

계산하였다. 각 발효산물의 분자량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서 4~12% gradient NuPAGE Bis-Tris Mini gel (novex,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된 젤은 silver

staining으로 염색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및 항산화 활성 
총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Folin and Denis, 1912)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방법은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20 µl에 FC용액 20 µl를 가하여 잘 섞고 5분간 반응시킨

후 2% Na2CO3 용액 100 µl를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다

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tannic

acid를 이용하였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luminium

trichloride 방법(Zhishen et al, 1999)으로 분석하였으며

표준물질은 catechin hydrate (SIGMA C1251)를 사용하

였는데 5배로 희석한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150 µl에

5% NaNO2 9 µl를 넣고 5분간 반응시킨 다음 10%

aluminium trichloride 20 µl를 가하여 6분간 더 반응시키

고 1 N NaOH 60µ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ABTS 방법을(Re et al, 1999)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단

히 설명하면, ABTS 시약과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섞어 암실에 16시간 정도 반응시킨 시약을 734 nm에서

흡광도가 0.68~0.72 정도 되도록 희석한 후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10 µl와 앞서 희석시킨 ABTS 반응액 200 µl를

넣고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734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ABTS radical scavenging 활성에 대한 계산

식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X 100을 사용하

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멜라닌 생성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의 활

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티로시

나아제 활성 억제력을 측정하였다. 티로시나아제 활성 측

정은 Choi et al.(1998)의 방법을 변형하여, 96well plate

에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40 µl를 넣고 8.3 mM L-

DOPA(3,4-Dihydroxy-L-phenylalanine, SIGMA D9628)

40 µl과 125 U(unit) 머쉬룸티로시나아제(tyrosinase from

mushroom, SIGMA T3824) 40 µl를 혼합하였다. 37
o
C에

서 30분 반응시킨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

성된 도파퀴논(dopaquinone)의 양을 계산하였다. 계산식

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X

100을 사용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혈전용해 활성 
누에동충하초의 혈전용해 활성은 fibrin plate법(Haverkate

and Traas, 1974)에 따라 측정하였다. 0.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100 µl에 thrombin 10 units를

용해시키고, fibrinogen 0.06 g을 0.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10 ml에 현탁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키

고 petri dish에 10 unit thrombin을 골고루 점적한 후 그

위에 10 ml의 fibrinogen 용액을 부어 천천히 흔들어 놓아

fibrin 막을 만들었다. 혈전용해 활성은 제조한 fibrin

plate에 paper disk를 올려놓고 시료 20 µl를 점적하여

37
o
C에서 반응시키면서 생성된 용해 투명 환의 직경을 측

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
각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 (STASTICA)은 mean±SD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 앞서 각 균주를 이용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발효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 및 방법에서 언급한 생리활

성 관련 성질을 관찰하였다. 비록 각 균주별 단 발효 산물

에 대한 결과지만 7일간 발효에서 효과가 가장 높아 발효

기간을 7일로 설정하였다. 4종류의 균(유산균과, 고초균,

낫토균, 효모)을 이용하여 발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는 15가지이므로, 누에동충하초분말에 이들 균주를 접종

하여 7일 동안 발효하여 15가지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

물을 제조한 후 그 성분의 변화와 생리활성 물질 중 총폴

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 혈전용해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당 정량분석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Fig. 1)

누에동충하초의 발효 전 당도는 1.6 brix로 발효 균주에

따라 당도의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번호 2, 4, 7, 10, 14번

이 발효에 의해 당도가 높아진 시험군으로 2번을 제외하

고 모두 효모를 발효균주로 이용한 시험군에서 단맛이 증

가하였고 유산균만을 발효균주로 이용한 시험군(3번)에서

는 당도가 가장 크게 저하되었다. 효모를 이용한 발효산

물에서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

연구팀에서 다양한 효모(6종)를 이용하여 증류주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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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4일째 이후 증가되어 10일까지 유지되는 것과

일치한 결과이며(Lee et al, 2017) 이는 효모 발효에 의한

가용성 고형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누에동

충하초 발효산물의 환원당은 모두 발효 전 0.07에 비해

대부분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 함량이 낮아 졌으며(Fig.

2), 특히 낫토발효균주인 B. licheniformis만을 이용하여

발효한 군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의 함량이 약 50%가량

감소하였다. 10번과 15번 발효군에서는 환원당의 저하가

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한 균주는 유산균과 효모 복합

발효군이 모두 함유된 시험군이었다. 환원당은 발효기간

동안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의 축합으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며 함량이 낮아질 수

있으며(Song and Lee, 2013), 발효기간 중 당분이 발효

기질로 이용되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환원당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in et al, 2008). 환원당은 알코올

의 감미와 알코올 생성에 중요한 성분으로 탁주맛의 품질

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Lee and Lee, 2000), 누에

동충하초를 이용하여 발효식품을 개발에 있어서도 풍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 및 분자량 분포분석
각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단백질 함량은 발효 전 누

에동충하초 단백질 함량 0.54 mg/ml 보다 모든 발효조건

에서 낮아 졌다(Fig. 3). 이 결과는 누에동충하초의 기주

인 누에번데기의 단백질 함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

효에 의해 이들 단백질이 분해되어 모든 발효조건에서 단

백질 함량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백질 전기영

동 패턴을 살펴보면(Fig. 4)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 분자량

분포에 비해 뚜렷하게 단백질 분자량이 낮아지는 것은 확

인할 수 없었으며,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 단백질 이외 새

로운 다양한 단백질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 앞선 예비실험에서 단 발효 조건에서 발효균주를 이

용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발효 후 단백질 전기영동을 하

였을 때 1일부터 7일까지는 150 kDa 이상의 고분자 단백

Fig. 1. Brix degree(%)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2. Reducing sugar(%)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3. Protein quantification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4. SDS-PAGE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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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밴드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7일 이상의 발효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현저하게 단백질 분자량이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한 것과 비교하여 7일 동안 발효 시 누에동충하초

의 분해되는 정도에 비해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물질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활성
총폴리페놀 함량은 발효산물 10>7>14>15 순서로 높았

는데(Fig. 5)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효모가 다른 균주와

복합 발효된 발효산물이라는 점이다. 발효 전 누에동충하

초에 비해 특별히 총폴리페놀 함량이 증가되지는 않았다.

총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 10>

1>7>12>14 순서로 높았는데(Fig. 6) 발효산물 번호 1번

을 제외하고는 총폴리페놀 결과처럼 발효 시 효모가 다른

균주와 복합 발효된 것이었다.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0.58 mg/ml로 발효에 의해 많게

는 1.5배정도 높아졌다.

항산화 활성 측정은 DPPH법과 ABTS방법을 모두 실시

하였지만 DPPH법으로 측정한 시료에 침전이 많이 생겨

측정이 불가하였으며 ABTS방법만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하게 되었다. ABTS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한 결과 10>7>14>9>4>15 순서로 높았으며(Fig. 7), 이들

항산화 활성이 높은 순서는 모두 효모가 들어간 발효산물

이며 4번만이 효모 단 발효 산물이고, 나머지는 효모와 다

른 균주가 복합 발효된 산물이라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발효에 의한 항산화 활성 그래프와 총폴리페놀 함량 그래

프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총폴리페놀 함량

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발효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뚜렷한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효

과는 10>13>14>3>6 순서로 높았으며 누에동충하초 발효

전 저해활성을 100%로 환산하였으므로 10번 발효산물에

서 20% 저해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Fig. 5. Total polyphenol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6. Total flavonoid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7. Antioxidant activity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Fig. 8. Inhibitory effect of tyrosinase activity of fermented
products of Paecilomyces tenuipes by microorganisms for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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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tyrosinase 저해활성이 높은 순서의 특이점은 주로 유

산균과 효모가 들어간 복합 발효 산물이라는 것이며 단 발

효에서는 유산균만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다.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혈전용해 활성 
Fibrin plate에 형성된 용해 투명환을 측정하여 누에동충하

초의 혈전용해 활성을 조사한 결과 (Fig. 9) 발효 전 누에동

충하초의 혈전용해 활성에 비해 3, 5, 7, 9, 10, 11, 12, 15번

발효산물에서 혈전용해 활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초균, 유산균, 효모를 복합 발효시킨 12번에서 가장

활성이 좋았다. 혈전은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 심

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며, 생성된 혈전이 혈관을 타

고 이동하면서 각종 심혈관계통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Kim et al. 1999). 일단 생성된 혈전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

므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약을 사용하여 이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 의해 청국장, 된

장, 낫토 같은 발효식품에 의한 혈전 용해효소 연구가 보고

되었다(Oh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들 역시 이

들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균으로써 동충하초를 발

효 시 이들 균주에서 만들어진 혈전 용해 효소가 작용하여

혈전용해 활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누에동충하초 발효산물의 다양한 성분변화와 생

리활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효모와 다른 균주를 복합 발

효시킨 발효산물에서 발효에 의한 당도 및 총플라보노이

드, tyrosinase 저해활성 및 혈전용해 활성 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산균과 효모를 복합 발효시킨

발효산물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유산균과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효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탁월한 건강기능효과를 가지

는 누에동충하초 발효식품을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누에동충하초의 유효성분 증가 및 흡수력 향상을 위한

발효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산균, 고초균, 낫토균, 효

모 등 4종의 미생물을 이용하여 각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으로 단 발효와 복합 발효를 시도한 15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미생물 접종 조건으로 하여 발

효산물을 제조하였다. 각 조건의 발효산물의 당도, 환원

당, 단백질 함량 등 기본 성분의 함량 변화와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 혈전

용해 활성 등 건강식품 개발에 요구되는 항목들의 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발효산물에서 환원당과 단

백질 등 함량은 다소 낮아졌으나 효모를 이용하여 발효한

발효산물에서는 당도가 높아져 단맛이 증가하였으며, 총

폴리페놀과 항산화 활성은 발효 전 누에동충하초에 비해

발효산물에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총플라보노이드

와 tyrosinase 저해활성 및 혈전용해 활성에서는 발효에

의해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

효균에서 대부분 활성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효모만을 이

용한 단 발효에서는 그 활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산균과 효모를 이용한 복합 발효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탁월한 건강기능효과를 가지

는 누에동충하초 발효식품을 개발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

및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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