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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정효과를 갖는 나방이 이전의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식품 및 약

제학적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누에 수 번데기를 고치의 색 또는 누에 유충의 무늬 유무에 의해 암수 구분이 가능한 누에품종을 사용하여 

암수 번데기를 분리함으로써 수 번데기를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효과를 갖는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의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 제조 방법에 의해 수거된 수 번데기의 동결건조 추출물, 이 수 번데기 추

출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효과를 갖는 식품 및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강정제(强精劑)*수 번데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치의 색으로 암수 구별이 가능한 한성황견의 사진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고치의 무늬 유무로 암수 구별이 가능한 한성반문의 사진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누에 수 번데기의 사진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강제 수영시간에 의한 지구력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유의성검정 P<0.5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누에 수나방이(원잠아)가 되기 이전의 수번데기 추출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식품 및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적인 삶의 여유보다도 전체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4-5천년동안 우리 인류

에게 실크라는 고급섬유를 제공하여 인류를 따뜻하게 기여해온 누에가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천연활성물질 생산도구

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합성 의약품에 의한 삶의 질을 무시당하면서 질병을 치료하여 왔던 시대에서 천연활성물질

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보장받으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알맞은 소재로 누에의 수 나방이

나 번데기가 예로부터 이용되어왔던 점을 감안하여 과학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양잠농가를 

비롯하여 세계의 양잠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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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물론, 성인병의 증가로 기질적 원인의 발기부전

빈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치

료 및 개선의 요구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혈관확장제 주사법, 보형물수술 등의 치료법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요도

내 혈관확장제 주입법과 경구용 발기교신부전 치료제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복용약물을 가장 선호한다. 이는 최근 개발된 비아그라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에서도 자명

하다.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경구용 약물은 효과적인 발기를 유발해야하며 장기복용시도 그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약제는 없 는 실정이다.

예로부터 누에 나방(원잠아)는 동의보감 등에 '양사(陽事)를 강하게 하고 설정(泄精)과 요혈(尿血)을 그치게하며 수장

(水臟)을 덥게하고 정기(精氣)를 더해주며 음도(陰道)를 강하게하여 교접을 하여도 피로가 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정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백히 밝혀진 바 없다. 고의서에는 어느 시

기의 나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효과가 높은지 등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누에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에는 완전탈바꿈을 하는 곤충으로 그 1세대는 알, 유충, 번데기 및 

나방의 네 시기를 경과하면 알로 월동한다. 누에알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부화하여 개미누에가 되고, 개미누에는

3-4일정도 뽕잎을 먹으면 잠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첫잠에 들어간 상태를 1면이라 하고, 이때의 누에를 1면잠이라 

부른다. 1면은 16시간 정도 잠을 잔 후 허물을 벗고 2령 인누에가 된다. 누에는 보통 잠을 4번 자는 4면잠이다. 누에

는 5령이 되어서 7-8일 정도 뽕잎을 먹으면 가장 크게 자라서 뽕먹기를 중지하고 토사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누에를 

익은 누에라고 한다. 익은 누에는 2-3일 정도에 걸쳐서 누에고치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 번데기로 탈바꿈한 다음 번

데기는 10-15일 정도 지나서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교미산란을 하고 그 1세대를 마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천연물질 유래의 강정제의 필요성과 누에의 강정효과에 착안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본 발명자들은 복용

을 위한 강정제로서 천연물질 유래의 강정효과 물질이 교미하지 않은 누에 수 번데기로부터 극대화되어 수득될 수 있

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선별된

수 번데기 추출물를 함유하는 강정제 식품 및/또는 강정효과를 갖는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누에 수 번데기를 고치의 색 또는 누에 유충의 무늬 유무에 의해 암수 구분이 가능한 누에품종을 사용하여 

암수 번데기를 분리함으로써 수 번데기를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효과를 갖는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의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조 방법에 의해 수거된 수 번데기의 동결건조 추출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수 번데기 추출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효과를 갖는 식품 및 활성성분으로서 상기 수 번데

기 추출물을 강정 효과를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으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우선 발기부전 및 남성력 증진에 사용될 누에 수 번데기의 추출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를 선

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는 하기와 같이 선별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의 선별방법은 한성황견 누에품종과 같이 고치의 색(황: ♀, 백: ♂)으

로 암수 구별이 가능하거나 또는 한성무늬 누에품종과 같이 누에유충의 무늬(반문: ♀, 민문: ♂)에 의해 암수 구별이 

가능한 누에품종을 사용하여, 고치의 색으로 구별하는 경우 고치단계에서 흰 고치(♂)와 노란 고치(♀)를 분리하여 암

수 나방의 교미를 불가능하게 하고, 누에유충의 무늬로 구별하는 경우 5령 유충기에 무늬의 유(♀) 무(♂)에 의해 분

리하여 사육한 다음, 수(♂)로부터 나방으로 탈바꿈 2-4시간 전에 바로 수거함으로써 교미하지 않은 수 나방만을 선

별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단계의 수 나방과 수 번데기의 시기는 번데기 시기는 누에 번데기의 10-15일 새벽 해

뜰 무렵(5-7시) 2-4시간 전에 수거한 것을 수 번데기라 하고,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교미하지 않은 것을 수 나방이라 

한다.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해 선별된 수 번데기 추출물은 가장 바람직하게는 누에가 나방으로 거의 탈바꿈이 끝난 번데기를

선별한 후 제조한 추출물로서, 이는 일단의 선별작업에 의해 선별된 수 번데기를 액체 질소 처리하여 초저온 냉동고

에 보관하고,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하고 분말상태로 만든 후, 여기에 50% 에탄올 추출하여 농축하고 동결

건조 분말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추출물이란 선별한 수 번데기에 액체질소를 처리하여 동결하고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동결건

조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후에 부피 20배의 50% 에탄올을 가하여 초음파로 약 1시간 동안 추출을 반복적으로 5회 

정도하여 여과지로 여과하여 회전진공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에 동결건조한 것이다. 이러한 추출물 시료를 사

용하여 하기와 같은 시험관 및 동물실험을 통하여 강정효과와 지구력테스트 등을 시험하였다.

상기 수 번데기의 추출물의 제조 방법은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의 선별방법에 그 특징이 있으며, 기타 추출공정은 

통상적으로 공지된 방법이면 사용 가능하다.

상기 수 번데기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품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과 본 발명의 추출물을 배

합하여 본 발명의 강정효과를 갖는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기호식품에 이를 첨가함으로써 강정효과를 갖는 식품으로도 제조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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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식품으로는 강정효과를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으로 본 발명의 수 번데기 추출물을 함유

한 음료에 관한 것으로, 수용성 칼슘에 레드비트(Red Beet) 착즙액과 DHA, 그리고 타우린을 주재료로 하여 올리고

당, 액상과당, 구연산, β-싸이클로덱스트린, 비타민 C와 비타민 D3, 계피추출물, 생강추출물, 믹스 후르츠향 등과 같

은 통상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강정용 건강보조음료에 관한 것이다

강정효과를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으로 본 발명의 수 번데기 추출물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독성,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보조제 또는 희석액, 또는 다른 활성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오일 또는 수성매질에서 용액, 현탁액 또는 유 화액의 형태가 되거나, 사용하기 전에 무

균, 발열물질이 제거된 물로 녹여 사용하는 건조분말의 형태가 되어 경구용 제형으로 제형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와 부형제를 이용하여 공지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정제, 트로키

제, 함당정제, 수성 또는 유성 현탁액, 분산가능 가루 혹은 입자, 유화액, 연질 혹은 경질 캡슐, 시럽, 일릭서와 같은 형

태로 경구용으로 제제화되며, 이는 단위 투여량 형태 및 다용량 용기에 들어있다.

경구용 제형 중, 정제는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락토스, 인산칼슘, 인산나트륨 등의 불활성 희석제; 옥수수, 녹말, 알긴

산 등의 입자화제; 붕해제; 녹말, 젤라틴, 아카시아 등의 결합제; 스테아르산마그네슘(magnesium stearate), 스테아

르산 , 탈크 등의 윤활제와 같은 정제의 제조에 사용 가능한 부형제와 함께 섞여진 상태로 본 발명의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정제는 코팅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거나, 위장관내의 흡수와 정제의 분해를 저해하기 위해 코팅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글리세릴모노스테아레이트와 글리세릴디스테아레이트 등의 시간 저해 물질을 적용해도 좋다. 경질캅셀은

본 발명의 화합물을 탄산칼슘, 인산칼슘, 카올린 등의 불활성 고체 희석제에 섞은 것이고, 연질캅셀은 물이나 혼합이 

가능한 폴리프로필렌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EGs(polyethylene glycol), 에탄올 등의 용매와 땅콩기름, 액

상 파라핀, 올리브 오일등의 기름 용매에 활성성분을 섞은 것이다.

수용성 현탁제는 수용성 현탁제 제조에 적당한 부형제와 활성 성분을 함께 혼합한 것으로, 부형제로는, 예를 들면, 나

트륨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 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알긴산나트륨, 폴리비닐-피롤리돈

, 트래거캔스검(gum tragacanth), 아카시아검(gum acacia) 등의 현탁화제; 폴리옥시에틸렌스테아레이트와 같은 지

방산과 알킬렌 옥사이드를 축합한 화합물들; 헵타데카에틸렌옥시세탄올(heptadecaethyleneoxycetanol)과 같이 긴 

지방산에 알킬렌 옥사이드를 축합한 화합물들;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톨모노올레이트와 같이 무수헥시톨(hexitol an

hydride)과 지방산에서 유래한 부분 에스테르를 에틸렌 옥사이드와 축합한 화합물들; 습윤제; 또는 분산화제 등이 있

다. 수용성 현탁제는 방부제, 착색제, 향신료, 감미료 등을 함유한다.

유성 현탁제는 올리브유, 세사미유(sesami oil) 등의 식물성 오일 또는 액상 파라핀 같은 광물성 오일에 활성 성분을 

현탁시킨 것으로, 예를 들어 비즈왁스, 경화 파라핀, 세틸 알코올 등의 농후제(thickening agent)를 함유한다. 또한, 

방부제, 착색제, 향신료, 감미료 등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조성은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를 가하여 보존할 수 있다.

분산성의 파우더와 입자는 분산화제, 습윤제, 현탁화제, 보존제 등을 넣어 함께 혼합한 상태로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

다. 적절한 분산화제, 습윤제나 현탁화제는 앞서 이미 언급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부가적인 부형제는, 예를 들어, 감

미료, 향신료, 착색제 등이 있다.

유중수형 유화액은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또는 액상 파라핀 같은 광물성 오일을 유상으로 하고, 대두레시틴(soy

bean lecithin) 등의 자연산 인지질, 소르비탄모노올레이트와 같은 무수헤시톨이나 지방산의 에스테르에서 유래된 것

, 리 옥시에틸렌소르비톨모노올레이트와 같이 무수헥시톨(hexitol anhydride)과 지방산에서 유래한 부분 에스테르를

에틸렌 옥사이드와 축합한 화합물들을 유화제로하여 활성성분을 유화시킨 것이다.

시럽과 일릭서는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소르비톨, 슈크로스 등의 감미료와 함께 활성성분을 혼합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사용하는 경우, 활성성분 물질의 용량은 환자의 나이, 체중, 일반적 건강 상태, 성, 식사, 투여시간

, 배설 속도, 약물 병용, 치료하는 동안의 질병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게는 

체중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일일 100 내지 500mg까지를 매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가지 제형을 결정짓기 위해 담체 물질과 섞는 본 발명의 화합물의 양은 투여 경로별 방식과 치료하는 환자에 

따라 달라진다.

누에 나방 관련 산물이 강정효과 즉 남성호르몬 생성력과 발기촉진효과, 정자생산력 그리고 지구력테스트를 통한 강

정 효과를 구명함과 동시에 최적의 성장단계와 제제방법 등을 밝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한다. 하기의 실험에 사용된

누에 추출물 시료는 선별한 수 번데기에 액체질소를 처리하여 동결하고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분말화한 후에 부피 20배의 50% 에탄올을 가하여 초음파로 약 1시간 동안 추출을 반복적으로 5회 정도하

여 여과지로 여과하여 회전진공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에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이다. 교미하지 않은 수 번

데기는 누에품종 중 고치의 색으로 암수 구분이 가능한 한성 황견 품종을 사용하여 고치단계에서 흰 고치와 노란 고

치를 분리하여 암수 나방이의 교미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나방이로 탈바꿈하기 이전에 수거하여 활성물질의 효과를

최대한 추출하였다. 또한 일부는 누에의 무늬유무로 암수구분이 가능한 품종을 이용하여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기만

을 수거하였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구분해 둔 수 번데기는 고치를 따서 약 2주일정도 지나면 나방이로 서서히 탈바

꿈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나방이로 탈바꿈되기 직전에 전부 수거하여 추출한다. 이는 교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식품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에 기재한 '누에 추출물'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을 의미한다.

1.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생성량 측정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은 o-프트알데히드(o-phthaldehyde)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누에 추출물 시료를 100mg/dL, 

250mg/dL, 500mg/dL의 농도로 증류수에 녹이고, 여기서 0.1㎖씩 취한 후 33% KOH 용액 0.3㎖와 95% 에탄올 3.0

㎖를 가하고 잘 혼합한 다음, 혈청은 15분간, 뇌세포 회분은 60분간 60℃ 수조에서 가열시킨 후 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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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핵산 5.0㎖를 가하여 혼합하고 다시 증류수 3.0㎖를 가한 다음 1분간 잘 혼합한 후 층을 분리하여 1.0㎖의 핵

산층을 취한다. 이 핵산층을 질소로 농축 건조시키고, o-프트알데히드 시약을 2.0㎖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10분 후 

발색시약으로서 진한황산을 1.0㎖를 가하여 혼합한다.

황산첨가 후 10분에서 90분 이내에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5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 검량선에 의하여 총

테스토스테론 함량(mg/dl serum)을 정량하였다.

비아그라(Viagra)는 50mg/70kg 체중으로, 물개페니스에서 추출한 키소메타(Kissometer : 한창제약)는 1,500mg/7

0kg 체중으로,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은 각각 100mg, 250mg, 500mg/kg 체중으로, 음양곽 및 음약곽+파극+복분자

의 생약제 혼합물 추출물도 각각 250mg/kg 체중이 되도록 실험동물(Sprague Dawley 웅성 흰쥐 : 250±10g )에 3

주간 투여한 다음, 고환을 적출하여 고환 중의 테스토스테론(ng/mg protein)의 생성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대했던 비아그라(Viagra) 투여군의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은 15.76±1.83ng/mg protein으로서 대조

군(100.0%) 대비 109.9%로서 약 10%의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량이 증가하였지만,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투여군은 

세 군의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량이 15∼33%의 매우 유의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의 증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250mg/kg 체중 투여군의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량이 19.04±1.72mg/mg protein

로서 대조군(100.0%) 대비 132.8%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표 1]

테스토스테론 생성량 측정

구 분
테스토스테론 생성량

(ng/mg protein)
증가율(%)

대조군(증류수) 14.34±1.63 100.0

비아그라 투여군 50mg/kg 체중 15.76±1.83 109.9*

키소메타 투여군 1,500mg/kg 체중 13.20±0.94 92.1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100mg/kg 체중 17.66±1.13 123.2***

250mg/kg 체중 19.04±1.72 132.8***

500mg/kg 체중 16.41±1.14 114.4**

음양곽 250mg/kg 체중 17.46±1.38 121.8***

음양곽+파극+복분자 250mg/kg 체중 17.16±1.18 119.7***

※유의성 검정 : 대조군 대비 *P:0.05; **P:0.01; ***P:0.001 2. 고환 중의 산화질소(Nitric oxide) 측정법

고환 중의 산화질소(nitric oxide)의 생성량은 Yu 등(1994)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흰쥐의 고환 조직 중의 NO함량은 고환 조직 0.1g을 0.1M 인산염 완충용액 (pH 7.5) 1㎖로 균질화한 후에 600×g에

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상층액 200 ㎕에 90mUnit nitrate reductase 100 ㎕, 0.28 mM NADPII 100 ㎕, 3.5

μM FAD 100 ㎕, 0.1 M 인산염 완충용액(pH 7.5) 200㎕를 각각 첨가하여 25℃에서 1시간동안 인큐베이션한다. 그

후 3분간 끓이면 모든 반응은 중지된다. 그 후 Griss시약 (2% 술파닐산/5% H 3 PO 4 : 0.2% N-(1-나프틸)-에틸렌

디아민/물)을 1:1의 비율로 제조하여 700 ㎕을 첨가한다. 다시 60℃에서 10분간 가온시킨 후 546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질산나트륨에 의한 표준 검량선에 따라 산화질소의 생성량을 정량하였다.

산화질소(NO)는 혈압조절, 신경전달, 혈액응고, 면역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조직과 세포

의 L-아르기닌으로부터 산화질소 합성효소(NOS)에 의해 합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NO는 혈관확장 등에 의해 발기 

촉진인자로 알려져 있다. 직접 발기성분인 cGMP의 생산에 직접 관계하는 성력발현촉진인자로 밝혀진 산화질소(nitri

c oxide : NO)의 생성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고환 중의 테스토스테론 생성량 평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비아그라(Viagra), 키소메타(Kissometer), 음양곽 및 음약곽+파극+복분자의 생약제혼합물 추출물

을 실험동물(Sprague Dawley 웅성 흰쥐 : 250±10g )에 3주간 투여한 다음, 고환을 적출하여 고환 중의 산화질소(n

mol/mg protein)의 생성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아그라(Viagra)나 키소메타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낮은 반

면 음양곽 및 음양곽 등의 생약제 혼합물 추출물 투여군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각각 23.98±0.65 및 24.06±0.22nmo

l/mg protein으로서 대조군(100.0%) 대비 118.7% 및 119.0%로서 산화질소 생성량이 약 20% 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대조군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250mg 및 500mg/kg 체중 투

여군의 산화질소 생성량도 각각 23.56±1.35 및 23.42±0.93 nmol/mg protein으로서 대조군(100.0%) 대비 각각 1

16.6% 및 115.9%로서 약 16∼17%의 유의적인 산화질소의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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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중의 산화질소 생성량 측정

구 분
산화질소(NO) 생성량

(nmol/mg protein)
증가율(%)

대조군(증류수) 20.21±1.12 100.0

비아그라 투여군 50mg/kg 체중 21.28±2.01 105.3

키소메타 투여군 1,500mg/kg 체중 21.33±0.42 105.5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100mg/kg 체중 21.62±2.23 106.9

250mg/kg 체중 23.56±1.35 116.6**

500mg/kg 체중 23.42±0.93 115.9**

음양곽 250mg/kg 체중 23.98±0.65 118.7***

음양곽+파극+복분자 250mg/kg 체중 24.06±0.22 119.0***

※유의성 검정 : 대조군 대비 *P:0.05; **P:0.01; ***P:0.001 3. 부고환 중의 정자수 측정 정자수 측정은 Morrissey 

등(1988)의 방법에 따라 부고환에서 측정하였다. 흰쥐의 왼쪽 부고환을 적출한 다음, 측정할 때까지 -70℃에서 보관

하였다. 실온에서 용해시킨 후 부고환 무게의 10배의 HBSS 용액(Hanks' Balanced Salt Solution)을 첨가하여 균질

화하였다. 이 균질물을 다시 HBSS 용액으로 40배 희석한 후 일정량을 취해서 hemocytometer를 사용하여 역상현미

경으로 정자수(×10 6 /g epididymis)를 분석하였다. 상기테스토스테론 및 산화질소의 생성량 분석??평가와 마찬가

지 방법으로, 비아그라(Viagra), 물개페니스에서 추출한 키소메타(Kissometer), 누에 수번데기 추출물, 음양곽 및 음

약곽+파극+복분자의 생약제 혼합물 추출물을 같은 방법으로 실험동물(Sprague Dawley 웅성 흰쥐 : 250±10g )에 

3주간 투여한 다음, 부고환에서 정자수(×10 6 /g epididymis)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아그라나 다른 생약제 혼합물에 비해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투여군이 월등한 정자수의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250mg/kg 체중 투여군의 정자수는 75.47±0.09×10 6 /g epididym

is로서 대조군(100.0%) 대비 141.4%로서 41%나 현저한 정자수의 증가효과가 인정되었고, 100mg 및 500 mg/kg 체

중 투여군도 대조군 대비 각각 135.6% 및 124.5%의 현저한 정자수 증가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군으

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표 3]

부고환 중의 정자수 측정

구 분
정자수

(×10 6 /g epididymis)
증가율(%)

대조군(증류수) 53.38±2.18 100.0

비아그라 투여군 50mg/kg 체중 59.72±0.80 111.9

키소메타 투여군 1,500mg/kg 체중 51.51±1.68 96.5

누에 수 번데기 추출물

100mg/kg 체중 70.22±2.37 135.6***

250mg/kg 체중 75.47±0.09 141.4***

500mg/kg 체중 66.47±4.71 124.5***

음양곽 250mg/kg 체중 70.95±2.05 132.9***

음양곽+파극+복분자 250mg/kg 체중 66.73±1.11 125.0***

※유의성 검정 : 대조군 대비 *P:0.05; **P:0.01; ***P:0.001 4. 지구력 측정

지구력 측정은 Avakyan 등(Byullen Experimental noi medisiny, 84 : 375)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웅성 ICR

마우스를 실험동물로 하고 100×50×50cm의 수욕 상에 동물의 꼬리를 수면으로부터 10∼12cm 높이로 거꾸로 고정

시켜 마우스의 두부와 상지가 수중에 잠길 정도로 하여 강제로 운동을 유도한다. 피로가 최대로 되어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수욕의 온도는 14∼16℃를 유지하며 시료는 4일간 연속투여하며 최종시료 투여 24시

간만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지구력 실험에서 사용된 누에분말이란 누에의 생활사중 5령 3일 된 유충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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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은 발기부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남성력 또는 근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

험동물이 피로가 최대로 되어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비아그라는 대조

군 보다도 지구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누에분말 보다는 본 발명의 수 나방 추출물은 더욱 지구력이 증가하여 대조군 

대비 약 60%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코페롤도 지구력 증진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강제 수영시간에 의한 지구력 측정

구분 대조군

수 번데기

추출물 누에분말 비아그라 토코페롤

수영시간(분) 14.42±3.71 15.33±8.71 20.37±8.71 12.16±8.71 17.21±8.71

증가율(%) 100 106 141 84 119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하였듯이 본 발명은 교미하지 않은 누에 수 번데기로부터 발기부전 및 남성력 물질을 

효과적으로 추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누에 수 번데기는 고치의 색이나 누에 유충의 무늬유무에 의해 암수 구분이 가능한 누에품종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누에 번데기가 나방이 되면서 바로 암수가 교미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교미하지 않은 수 나방만을 수거

할 수 없었던 점을 해결하였고. 또한 수 나방만을 보고는 교미유무를 판정하거나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방 직전의 

수 번데기를 이용하여 확실한 수 나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교미 수 번데기임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수 나방은 식품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누에번데기는 암수 관계없 이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

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 나방은 앞으로 발기부전이나 남성력에 직접 관계가 되는 물질을 순수분리

하여 의약품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누에 수 번데기를 고치의 색 또는 누에 유충의 무늬 유무에 의해 암수 구분이 가능한 누에품종을 사용하여 암수 번데

기를 분리함으로써 수 번데기를 선별하는 단계; 선별된 수 번데기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하여 분말로 만드는 단계; 및 

상기 수번데기 분말을 알코올로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효과를 갖는 교미하지 않은 수 번데

기의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수 번데기 추출물.

청구항 3.
상기 제 2항의 수 번데기 추출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强精)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4.
활성성분으로서 상기 제 2항의 수 번데기 추출물을 강정 효과를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으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5.
누에 수 번데기 또는 수 번데기의 추출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강정(强精)용 식품 조성물.

청구항 6.
활성 성분으로서 누에 수 번데기 또는 수 번데기 추출물을, 강정 효과를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으로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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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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