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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원료인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의 In Vivo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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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ophobas atratus (Coleoptera: Tenebrionidae), the giant mealworm beetle, has been recognized as an
edible insect with a high protein content for new human food source and animal feed. On the other hand, the potential
toxicity and food safety of Z. atratus is not well understood.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toxicity of freeze-dried
skimmed powder of Z. atratus larvae (frpfdZAL), known as the super mealworm, using different model approaches,
including acute oral toxicity studies in SD rats and Beagle dogs and skin sensitization in Hartley guinea pigs (Buehler’s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guidelines and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No toxic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clinical signs, body weights, and gross findings in acute single-dose administration
in SD rats and Beagle dogs. In addition, skin sensitization rate was 0%, and its sensitization potential was classified
as grade I (very weak) using Buehler’s method. In conclusion, frpfdZAL is safe with no adverse effects and can
be applied as an edible ingredient for animal feed or used for other biolog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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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까지 국내 식품공전에 등록된 곤충은 누에 유충과 번데
기, 벼메뚜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대

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이며, 2020년에 아메리

에 세계인구가 90억에 달하며 지금의 2배 이상의 식량이 소

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과 수벌 번데기가 한시적 식품원

요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곤충을 미래식량자

료로 추가되어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다. 특히 벨기에

원으로 지정하였다(Alstron 등, 2009). 곤충은 영양학적으

에서는 아메리카왕거저리의 영양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로 양질의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함유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Kim 등, 2020a).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축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 암

아메리카왕거저리는 완전변태 곤충으로 딱정벌레목(Col-

모니아 가스를 방출한다고 보고하였다(Ghaly와 Alkoaik,

eoptera) 거저리과(Tenebrionidae)에 속한다. 갈색거저리

2009; MacEvilly, 2000; Nonaka, 2009). 이러한 식용곤충

(Tenebrio molitor)보다 약 3~4배 더 큰 형태의 대형 거저

활용은 가축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유사하나 지구온난화,

리류이며 중남미에 주로 분포한다(Park 등, 2013). 이러한

대기 및 수질 오염, 토지 황폐화 등과 같은 환경오염 피해가

아메리카왕거저리는 맥주박으로 사육되었을 때 영양성이

감소하여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있다(Nakagaki와 Defo-

우수함을 확인하였고(Kim 등, 2018), 최근의 연구를 통해

liart, 1991). 전 세계 113개국에서 곤충이 섭취되고 있고

탈지 후 일반성분, 아미노산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중
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의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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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후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조지방을 제외한 모든 영양
성분에서 탈지 전 유충보다 1.2~1.6배 많았고, 아미노산과
무기질 함량 역시 1.1~1.3배, 1.1~1.4배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탈지 전후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조단백질 함량
이 갈색거저리 또는 장수풍뎅이보다 1.1~1.5배 높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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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등의 영양성분도 풍부하게 나타

화를 위해 온도 26±2°C, 상대습도 65%, 광주기 12L:12D

났다(Kim 등, 2019). 한편, 아메리카왕거저리의 주 먹이원

의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사육실에서 플라스틱 사육

인 밀기울과 어분, 소르빈산, methyl-p-hydroxybenzoate,

상자(가로 27×세로 36×높이 8 cm)에 넣어 2일간 사육하였

식용유, agar 등을 첨가한 인공사료와 밀기울만 먹인 유충

다. 순화된 유충을 2일간 절식시킨 후 체반을 이용하여 분변

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인공사료를 먹인 군의 조단백

을 분리하고 흐르는 물에 2회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였

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의 영양성분이 전반적으로 우수하

2
다. 이처럼 전처리된 유충을 115°C, 0.9 kgf/cm 로 5~15분

였다. 특히 필수아미노산 9종이 밀기울을 먹인 군에 비해

동안 가압증기멸균기(Tomy Kogyo Co., Ltd., Tokyo, Ja-

1.3~1.9배 높았으며, 불포화지방산은 두 군간 큰 차이가 없

pan)로 고온고압 멸균하고 영하 70°C의 초저온 냉동고

었다(Kim 등, 2020b).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식용곤충은

(Nihon Freezer, Tokyo, Japan)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

먹이원에 따라 영양학적 가치가 달라지며, 식용곤충을 섭취

였다. 그런 다음 동결건조기(IlShinBioBase, Dongducheon,

할 경우 그에 따른 잠재적인 독성 혹은 면역 반응이 고려되

Korea)를 이용하여 약 65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아메리카왕

어야 할 것이다.

거저리의 경우 지방이 많아 분말 제조 등 식용 소재로 사용하

식용곤충 중 국내외 활용 빈도가 높은 갈색거저리 유충,

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메리카왕거저

쌍별귀뚜라미 추출물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설치류에서

리 유충을 탈지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탈지 후 유충 제조는

최대 농도인 3,000 mg/kg/d를 90일 투여 시 부작용이 나타

동결건조한 유충(10령 기준, 조지방 36.3% 함유)을 120°C,

나지 않았다(Han 등, 2016; Yu 등, 2020). 장수풍뎅이 유충

60 mPa로 30분 동안 유압식 착유기(National Engineering

에서도 최대 농도 2,500 mg/kg/d를 설치류에 90일간 투여

Co., Ltd., Goyang, Korea)로 착유하였다. 그런 다음 100

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Noh 등, 2015). 또한, 아메리

메쉬로 분쇄기(Goryeo Industry, Siheung, Korea)에 분쇄

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을 최대 5,000 mg/kg/d를 90일

하여 21.2%의 조지방을 함유한 유충 탈지분말을 제조하였

간 설치류에 투여 시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독성이 나타나지

다. 유충 탈지분말의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않았고,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도 정

풍미와 냄새가 있는 회갈색이었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상으로 확인되었다(Kim 등, 2020c).

탈지분말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식중독균에 속하는 대장균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의 안전성을 보증하

(Escherichia coli O157:H7), 대장균군(Coliform group),

는 정부 규정, 식용곤충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등의 전반적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

인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Kim 등, 2020c). 예를 들면,

coccus aureus), 곰팡이독소인 총 아플라톡신과 오클라톡

중국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누에 번데기를 섭

신 A, 중금속에 속하는 납(Pb), 카드뮴(Cd), 비소(As), 수은

취한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g)을 분석하였다. 분말은 칭량한 후 목표 농도에 이르기까

(Ji 등, 2008). 스페인에서는 기생충 부위를 함유한 렌즈콩

지 homogenizer와 vortexer로 부형제(멸균증류수) 안에

의 흡입 또는 섭취와 관련된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연구도

균질하게 현탁시켰다.

확인되었다(Armentia 등, 2006). 이러한 고단백질 식품 섭
취로 인한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여러 독성반응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
본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은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이처럼 신소재 식품(novel food) 또는 동물 사료의 단백질

pathogen free) 환경에서 온도 23±3°C, 상대습도 55±15

공급원으로 활용되기 위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더욱 구체적

%, 환기 횟수 10~20회/h, 조명시간 12시간(오전 8시 점등-

인 독성시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치류를

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150~300 Lux로 유지되는 (주)켐온

이용한 13주 아만성 독성평가 및 알레르기 반응 평가(Kim

비임상연구소 동물실에서 사육하였다. 동물공급처에서 제

등, 2020c) 결과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

공한 ‘시험계의 병원체 검사 성적서’와 사료, 물 및 오염물질

말에 대한 설치류(SD 랫드) 및 비설치류(Beagle dog)의 단

에 대한 검사에서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은 관찰

회 경구독성시험,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을 수

되지 않았다.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동물시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탈지분말의 설치류 및 비설치류 단회 독성시험과 피부감작

켐온 비임상연구소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성 시험을 통하여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구체화하였다.

진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설치류 시험:
18-R629, 비설치류 시험: 18-D537, 피부감작성 시험: 19-

재료 및 방법

G199).
특정 병원체 부재 Sprague-Dawley(SD) 랫드는 (주)샘

frpfdZAL의 조제 및 분석
아메리카왕거저리 10령 유충을 경기도(용인 소재)와 전
라남도(담양 소재) 농가에서 구입하였다. 구입한 유충은 순

타코 바이오코리아(Osan, Korea)에서 암수 각 22마리씩 입
수하여 실험실 내에 6일간 일반사료 및 물을 자유롭게 섭취
할 수 있도록 순화 및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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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gle dog는 (주)오리엔트바이오(Seongnam, Korea)

Day 15에 살아 있는 모든 동물에 펜토바르비탈(Entobar,

에서 입수하여 동물실 내에 14일간 일반사료 및 물을 자유

Hanlim Pharm. Co., Ltd., Yongin, Korea)을 이용하여 안

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순화 및 적응시킨 후, 일반증상을

락사 후에 모든 장기에 대해서 육안소견을 각각 관찰 및 기

관찰하여 체중감소가 없고 혈액 및 혈액생화학 검사에서 이

록하였다(Song 등, 2005).

상이 없는 건강한 Beagle dog 암수 2마리씩 선별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Hartley계 기니피그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Buehler 법)

특정 병원체 부재 Hartley 기니피그는 (주)샘타코 바이오

시험물질 frpfdZAL에 대하여 면역독성 평가의 일환으로

코리아에서 수컷 22마리를 입수하여 실험실 내에 7일간 일

접촉성 과민반응 유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성 알

반사료 및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순화 및 적응시

레르기 시험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인 기니피그를 사용하였

킨 후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동물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 피부감작성 반응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피투여

실험동물의 관리 및 독성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를 선택하여 홍반, 가피 및 부종의 형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제2017-71호; MFDS, 2017)과

(OECD, 1992). 시험물질 및 양성대조물질의 경우 시험물질

비임상시험관리기준(ENV/MC/CHEM(98)17; OECD, 1997)

은 멸균주사용수를, 양성대조물질 DNCB(1-chloro-2,4-

에 따라 수행하였다(Ha 등, 2020; Kang 등, 2020).

dinitrobenzene)는 80% 에탄올 용액(감작 유도 시) 또는
100% 아세톤(야기 유도 시)을 사용하여 각각 50% 용액을

SD 랫드의 단회 독성시험

만들었다. 감작 및 야기 부위에 부형제, 시험물질 및 양성대

시험물질인 frpfdZAL을 예비시험 결과를 토대로 1,000,

조물질을 각각 2.0×3.0 cm/0.5 mL로 첩포용 거즈위에 도

2,500 및 5,000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는 시험물질 투여

포한 다음 약 6시간 동안 폐색 첩포하였다. 감작 및 야기한

군과 멸균주사용수만 투여하는 부형제대조군을 설정하였

다음 야기 처치 제거 후 24, 48시간의 피부감작성을 평가하

고, 군당 10마리(암수 각 5마리)에 4개군을 설정하였다. 시

였다. 피부반응 및 피부감작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부형제

험물질인 frpfdZAL을 멸균주사용수에 용해해 10 mL/kg의

대조군 및 양성대조군을 두었으며 피부반응 및 피부감작성

용량으로 overnight 절식(대략 16~20시간 절식, 음수는 제

은 Table 1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 홍반, 가피 및 부종의 형성

공함) 후 경구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

을 관찰하였고 점수화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 단회 경구투여하였다. 식이와 음수에 따른 시험물질인
frpfdZAL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여 후 3~4시간 후에

통계방법

사료와 음수를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에 대해 시험물질

통계학적 분석은 상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인

인 frpfdZAL을 투여 후 사망률을 포함하여 동물의 행동, 자

SPSS Statistics 22 for Medical Science(SPSS Inc., Chi-

세 및 보행 이상 등에 일반증상을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

관찰하였고 그 증상을 기록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을

하였다.

투여 직전과 투여 후 Day 1, 2, 4, 8, 15에 각각 측정 및

랫드 단회투여 독성시험의 경우 체중에 대해 자료의 정규

기록하였다. 또한, Day 15에 살아있는 모든 실험동물에 대

성을 가정하고 모수적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해 CO2로 안락사 후 모든 장기에 대해서 육안소견을 각각
관찰 및 기록하였다(Ha 등, 2020; Kang 등, 2020).

Table 1. Grading scale of skin reaction and ranking and categorization of potential sensitization

Beagle dog에 용량 증가(dose escalation, DE)법을 이용
한 단회 독성시험

Grading scale of skin reactions
Response

시험물질 frpfdZAL을 예비시험 결과를 토대로 Beagle
dog에 DE법을 이용하여 1,250, 2,500 및 5,000 mg/kg으
로 투여하는 시험물질 투여군을 설정하였고, 암수 각 2마리
에 용량 증가법을 이용하여 캡슐로 단회 경구투여하였다.
시험물질 frpfdZAL을 1차(1,250 mg/kg) 및 2차(1차 투여

Grade

No visible change
Discrete or patchy erythema
Moderate and confluent erythema
Intense erythema and swelling

0
1
2
3

Ranking and categorization of potential sensitization
1)

후 Day 1에 2,500 mg/kg) 경구투여 후 모든 동물에 대해

Sensitization rate (%)

Grade

Category

매일 2회 이상 사망률을 포함하여 일반증상을 관찰 및 기록

0∼8
9∼28
29∼64
65∼80
81∼100

Ⅰ
Ⅱ
Ⅲ
Ⅳ
Ⅴ

Very weak
Weak
Moderate
Strong
Very strong

하였고, 체중은 투여 직전 및 Day 1, 2, 4, 7일에 각각 측정
및 기록하였다. 2차 투여 후 Day 1에 시험물질 frpfdZAL을
5,000 mg/kg으로 3차 투여하였다. 3차 투여 후 2주간 사망
을 포함한 일반증상을 매일 2회 이상 관찰 및 기록하였고
체중측정은 투여 전 및 Day 1, 2, 4, 8, 15에 측정하였다.

1)

Sensitization rate (%)＝(No. of sensitized animals/ No. of animals use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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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사망 동물이 발생하지 않아 반수치사량은 산

로 높았다. 비타민 E, B3 및 C의 함량은 1.20, 203.24 및

출하지 않았다. Beagle dog의 단회투여 독성시험은 군별

5.78 mg/100 g으로 확인되었다. Mycotoxin 및 식중독균

암수 각 2마리로 통계 분석을 위한 동물 수가 충분하지 않기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금속 함량도 미량으로

때문에 통계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니피그의 피부

함유되어 있어 식품원료의 최저 기준치에 부합되는 수치로

감작성 시험(Buehler 법)은 평가기준표(Table 1)에 따른 독

확인되었다(Kim 등, 2019; Kim 등, 2020c).

성평가 방법이므로 통계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험물질 frpfdZAL의
단백질 함량으로 일반적인 단백질의 과량 또는 반복적인 섭
취 등으로 인해 신장 및 간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

결과 및 고찰

다(Díaz-Rúa 등, 2017; Mutlu 등, 2006; Pesta와 Samuel,

시험물질 frpfdZAL의 구성성분

2014). 특히 triglyceride 침착, 염증의 증가, 산-염기 평형

시험물질 frpfdZAL의 조성 비율(Table 2)은 크게 조단백

의 이상, 신장 이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a-

질(crude protein, 61.39%), 조지방(crude fat, 21.24%),

lantar-Zadeh 등, 2020). 결론적으로 시험물질 frpfdZAL

조섬유질(crude fiber, 7.04%), 회분(crude ash, 4.54%) 및

을 이용한 본 시험의 경구독성 및 Hartley계 기니피그의 피

총 탄수화물(total carbohydrate, 3.45%) 등으로 나타났다.

부에 직접적인 도포에 따른 독성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

특히 단백질의 함량이 다른 조성물의 함량에 비해 상대적으

았을 뿐만 아니라 Kim 등(2020c)의 랫드를 이용한 13주
반복 경구투여 독성시험에서 일반증상, 혈액 및 혈액생화학
적 검사,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시험물질 frpfdZAL의 과량

Table 2. General components of frpfdZAL
Compositional
average (%)

노출에 따른 독성학적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관찰되지 않았

2.34
61.39
21.24
3.45
4.54
7.04

구성성분 중 독성을 유발할 만한 특정성분 또는 인자는 확인

Contents (mg/100 g)

로 두고 공비 2로 2,500 및 1,250 mg/kg으로 군 설정하여

1.20
203.24
5.78

경구투여 시 사망례는 시험 전 기간에 관찰되지 않았다. 또

Contents (mg/100 g
or µg/100 g)

기간에 관찰되지 않았다. 체중 변화는 Table 3과 같이 Day

40.17
1,029.45
1,267.04
257.28
5.28
12.33
1.22
1.45
65.73 µg/100 g

부검소견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독성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Mycotoxin

Contents (µg/kg)

사량(approximate lethal dose)은 암수 모두 5,000 mg/kg

Total aflatoxins (aflatoxin B1, B2,
G1, and G2) and ochratoxin A

ND

Food poisoning bacteria

Qualitative analysis

General components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Total carbohydrate
Crude ash
Crude fiber
Vitamin
Vitamin E (tocopherol)
Vitamin B3 (niacin)
Vitamin C
Mineral
Calcium (Ca)
Phosphorus (P)
Potassium (K)
Magnesium (Mg)
Iron (Fe)
Zinc (Zn)
Copper (Cu)
Manganese (Mn)
Selenium (Se)

Escherichia coli O157:H7,
Coliform group,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Heavy metal
Lead (Pb)
Cadmium (Cd)
Arsenic (As)
Mercury (Hg)
ND: Not detected.

다. 따라서 비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험물질 frpfdZAL의
되지 않았다.

SD 랫드 단회투여 독성시험
SD 랫드에 시험물질 frpfdZAL을 고용량 5,000 mg/kg으

한 시험물질 frpfdZAL 투여와 관련된 일반증상은 시험 전
1, 2, 4, 8, 15에 체중 및 증체량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
그 외 탈모(loss of fur)가 5,000 mg/kg 투여군 암컷 1례
에서 Day 15에 관찰되었으나 이는 발생 예가 적거나 동물시
험 중에 관찰될 수 있는 일반증상으로 시험물질과 무관한
우발적인 변화로 사료된다(Lee 등, 2012). 따라서 시험물질
frpfdZAL을 SD 랫드에 단회 경구투여하였을 때 대략의 치
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독성시험 중 단회투여 독성시험은 두 종 이상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국내외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하는 규제
기간 및 OECD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한

All negative
Contents (mg/kg)
0.03
0.08
0.02
ND

종은 설치류, 또 다른 한 종은 비설치류를 제시하고 있다.
설치류에는 랫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SD 랫드를 이용한 시험물질 frpfdZAL에 대한 독성평가시
험을 통해 최대 5,000 mg/kg 단회 경구투여 시 일반증상,
체중 변화 및 부검소견 등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물질
에 의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의 In Vivo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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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s in SD rats
Day

Groups (mg/kg)
G1 (0)

G2 (1,000)

G3 (2,500)

G4 (5,000)

Male
1
2
4
8
15

237.73±10.60
270.57±12.20
279.40±11.33
302.34±17.84
333.83±18.88

240.50±9.77
271.93±10.43
281.99±8.87
305.49±8.69
338.97±11.51

239.08±5.36
272.59±10.21
284.78±10.29
302.55±13.68
338.29±20.62

239.56±6.75
275.24±5.88
285.62±7.96
308.53±11.21
344.14±13.66

Gain
N

96.09±12.71
5

98.47±3.78
5

99.21±20.48
5

104.57±10.67
5

Female
1
2
4
8
15

174.21±10.71
189.55±13.18
195.37±10.97
201.33±13.03
213.14±9.51

174.20±11.33
195.27±13.90
195.34±11.68
198.63±8.46
212.50±12.98

177.10±12.35
197.68±10.93
199.85±12.21
207.79±14.22
220.13±12.65

178.52±9.13
198.99±11.85
196.56±7.55
202.84±7.12
219.06±13.25

Gain
N

38.93±5.09
5

38.30±6.10
5

43.03±2.22
5

40.53±6.33
5

The day of administration was designated Day 1.
Gain is body weight on Day 15－body weight on Day 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eagle dog에 DE법을 이용한 단회 독성시험

험 이후에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으로

Beagle dog에 DE법에 의한 1,250, 2,500 및 5,000 mg/

진행될 수 있다. 특히 Beagle dog에 DE법에 의한 단회 경구

kg을 일주일 간격으로 단회 경구투여 시 사망 동물은 관찰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급성독성의 유무와 섭취량의 한계

되지 않았으며, 일반증상, 체중 변화 및 부검소견에서 시험

를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Beagle dog를 이용

물질에 의한 독성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 시험물질 frpfdZAL에 대한 독성평가시험을 통해 최대내

그 외 사료 남김(remaining of food), 사료 구토(vomiting

성 용량은 5,000 mg/kg으로 판단한다.

of food), 연변(soft stool) 및 설사(diarrhea)가 투여기간에
불규칙적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체중 감소는 2,500 mg/

Hartley계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Buehler 법)

kg 투여군 수컷 1례에서 투여 후 Day 4 및 7, 암컷 1례에서

시험물질 frpfdZAL에 의한 시험기간 중 모든 동물에서

투여 후 Day 7에 관찰되었으며, 5,000 mg/kg 투여군 수컷

사망 개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증상 및 체중 변화

전례에서 투여 후 각각 Day 4 및 15, 암컷 전례에서 투여

는 시험기간에 특기할 만한 독성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후 각각 Day 4 및 8, 15에서 관찰되었다(Table 4). 상기의

야기 부위에서 야기 처치 제거 후 시험물질을 제거하고 최종

변화들은 Beagle dog를 사용하는 실험(Tams, 2003)에서

관찰한 결과에서 시험물질 frpfdZAL에 의한 피부반응 및

정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5,000 mg/kg 투여

감작성은 ‘매우 약함(1등급)’으로 평가하였다(Table 5). 반

후 Day 2에 관찰된 설사의 경우 특기할 만한 체중 변화를

면, 양성대조군, DNCB의 경우 야기 부위에서 야기 처치 제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

거 후 약 24시간째에 모든 동물에서 grade 2인 홍반이 적용

로 판단한다.

부위 전체에 나타남이 관찰되었고(moderate and conflu-

따라서 본 시험 조건에서 시험물질 frpfdZAL의 독성작용

ent erythema) 감작률 100%로 ‘매우 강함(Ⅴ등급)’으로 평

에 의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내성 용량(maximum tol-

가하였으며, 48시간째 4례(#16, 18, 19, 20)에서 홍반이 적

erance dose)은 암수 Beagle dog에서 모두 5,000 mg/kg

용 부위 전체에 나타남이 관찰되어 감작률 80%로 ‘강함(Ⅳ

으로 판단한다.

등급)’으로 평가하였다(Table 5).

독성시험 중 단회투여 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을 실험동물에

피부감작성 시험(OECD, 1992)은 시험물질 등이 피부에

단회투여 시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및 양적으로

노출되어 항원에 의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알레르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Beagle dog는 독성시험에 적합한

기성 접촉 피부염 및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유해영향을 평가

실험동물로 일반독성시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주로 기니피그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시험기초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시험 결과의 해석 및 평가에

(Buehler, 1965; Botham 등, 1991). 실험동물에서 시험물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Song 등, 2005). 또한 설치류와 달

질에 의한 자극을 나타낸 개체수가 적더라도 관련 시험물질

리 치사량까지 투여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단회투여 독성시

이 대량 생산된 후 노출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많거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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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signs in Beagle dogs
Group
(mg/kg)

Clinical signs [1st]
Animal
Signs
ID
Male
1
2

G1 (1,250)

Normal
Normal

Table 5. Evaluation of skin reaction in Hartley guinea pigs
(Buehler’s method)
Observed on
Day 1, 2∼7
Day 1, 2∼7

Animal ID

Day 1, 2∼7
Day 1, 2∼7

1
2
3
4
5

Female
3
4

G1 (1,250)

Normal
Normal

Days are those from the 1st dosed day (Day 1).

Group
(mg/kg)

Clinical signs [2nd]
Animal
Signs
ID
Male
1

G1 (2,500)
2

Normal
Remaining of food
Soft stool
Normal

Observed on
frpfdZAL
Day
Day
Day
Day

1, 2, 6
3∼5
3∼4, 7
1, 2∼7

G1 (2,500)
4

Normal
Remaining of food
Vomiting
Normal
Remaining of food

Day
Day
Day
Day
Day

1, 2∼4
5∼7
5
1, 2∼5
6∼7

Days are those from the 2nd dosed day (Day 1).

Group
(mg/kg)

Clinical signs [3rd]
Animal
Signs
ID
Male
1
2

Normal
Terminal sacrifice
Normal

G1 (5,000)
Diarrhea
Remaining of food
Terminal sacrifice

G1 (5,000)

4

Normal
Remaining of food
Terminal sacrifice
Normal
Remaining of food
Terminal sacrifice

6
7
8
9
10
11
12
13
14
15
Sensitization
rate (%)

0
0
0
0
0

0
0
0
0
0

0

0

24 h after challenge
Vehicle Test article
control
(100%)
Score

48 h after challenge
Vehicle Test article
control
(100%)
Scor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Observed on
Day 1∼15
Day 15
Day 1, 3∼9,
11∼15
Day 2
Day 10
Day 15

Female
3

Animal ID

0
0
0
0
0

0
0
0
0
0

Sensitization
rate (%)

Female
3

Vehicle
control

Evaluation of skin reaction
24 h after challenge 48 h after challenge
Vehicle Test article Vehicle Test article
control
(50%)
control
(50%)
Score
Score

Day 1, 3∼15
Day 2
Day 15
Day 1, 3~7,
9∼11, 13∼14
Day 2, 8, 12, 15
Day 15

Days are those from the 3rd dosed day (Day 1).

DNCB
Animal ID
16
17
18
19
20

Evaluation of skin reaction
24 h after challenge 48 h after challenge
Score
Score
2
2
2
2
2

2
0
2
2
2

Sensitization
100
80
rate (%)
Grades are follows: sensitization rate (%)＝(No. of positive animals/ No. of animals)×100.
DNCB, 1-chloro-2,4-dinitrobenzene.
0: no visible change, 1: discrete or patchy erythema, 2: moderate
and confluent erythema, 3: intense erythema and swelling.
여 시 혈중 면역글로불린 E의 부형제대조군(14.091±1.725
ng/mL)과 비교하여 그 면역글로불린 E의 혈중 농도 차이가

을 입을 수도 있기에 피부에 노출될 수 있는 면역기계 관련

없음을 확인하였다(12.623±0.935 ng/mL). 또한 시험물질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피부노출에 의한

frpfdZAL의 13주 반복투여 경구시험의 혈액학적 결과에서

시험법에 추가하여 경구투여로 인한 면역기계 이상 유무를

알레르기 등에 의한 백혈구의 수치 변화 및 일반증상 관찰에

평가한 면역글로불린 E의 혈중노출시험(Kim 등, 2020c)과

서 면역기계 이상과 관련된 독성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Kim 등(2020c)의 시험에서 시험

확인할 수 없었다(Kim 등, 2020c).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곤

물질을 최대 5,000 mg/kg/d로 랫드에 13주간 반복 경구투

충으로 국내외에서 식용 또는 동물 사료용으로 유통되고 있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의 In Vivo 독성시험

는 갈색거저리 유충을 이용한 13주 반복 경구투여시험 결과
에서도 면역글로불린 E 및 백혈구의 수치 등도 독성학적으
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Han 등, 2016).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는 음식물 섭취 후 나타나는 면
역 반응(Boyce 등, 2010; de Gier와 Verhoeckx, 2018)으
로 식용 곤충의 미생물, 독소 및 중금속으로 인한 안전성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다(van Huis 등, 2013; Riberio 등, 2018). 특히 본 시
험물질 frpfdZAL과 같은 곤충을 이용한 식품의 특정 단백질
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다른
무해한 식품첨가물 또는 성분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
하는 측면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연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Verhoeckx 등, 2016). 구체적으로 곤충 유래 단백질의 일
부 알레르기 성분은 아르기닌 키나아제, 트로포미오신, 미오
신 및 유충 큐티클 단백질로 알려져 감작 및 교차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oekman 등, 2017). 특히 곤
충 유래 단백질에 대한 감작과 관련하여 혈중 면역글로불린
E는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Beyer, 2009). 따라서 현재까지의 비임상시험 결과를 토대
로 국내에서 사육 및 유통되고 있는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은 일반독성 및 면역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식품원료
로 판단한다.

요

약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곤충으로 국내외에서 식용 또는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슈퍼 밀웜(super mealworm) 탈
지분말에 대한 설치류 및 비설치류를 이용한 경구독성시험
에서 시험물질 frpfdZAL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다. 특히, Hartley계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
험에서 피부를 통한 생체 내 흡수에 따른 면역기계의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분말
은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시험에서 독성학적 변화가 없는 안
전한 시험물질로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식품원료
등에 적용 및 응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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