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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ng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xidative stability of Tenebrio molitor larvae during 

cold storage at 4°C. Pretreatment for T. molitor larvae was designed into three methods: raw (R), freeze-dried (F.D.), and pan-fried (P.F.). 

The water content of the raw sample (61.46%)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samples (F.D.: 5.02%, P.F.: 3.67%) and its high water 

content was expected to facilitate the oxidation of the raw sample. In our results, the peroxide value and the carbonyl value of all of the 

samples increased and the raw sample, after storage for 18 day, showed the highest value. The pan-fried sample had no significant 

increase in its lactic acid content, acid value, and thiobarbituric acid value; whereas those values were increased in the raw sample and 

the freeze-dried sample (p<0.05). The browning reaction was more progressed in the pan-fried sample than other samples at 0 da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during the storage. The raw sample and the freeze-dried sample had their browning indexes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storage period (p<0.05). The pan-fried sample produced less oxidation products than the freeze-dried sample, 

indicating that the unheated sample was more susceptible to oxidation than the heated samples. In conclusion, heating treatment and low 

water content would be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afety and stability of T. molitor larvae during col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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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 및 경제적 규모의 확대에 따

라 고급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요구도가 늘어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가축 개체 수의 무분별한 증가가 환경오염

과 식량난을 야기하고 있다(Alston JM 등 2009). 이에 대

비하기 위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곤충이 언급되고 

있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또한 식용 곤충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van Huis A 등 2013). 곤충은 사육하

는 동안 돼지나 소 등의 가축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하며(Oonincx DGAB 등 2010), 사

육과 번식에 공간과 시설의 요구도가 낮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은 갈색거저리 유충을 

포함한 몇몇 식용 곤충의 경우 비가식부가 없어 폐기율

이 0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식품인 것을 주목하고 있다

(Yates-Doerr E 2014)

식용 곤충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곤충으로, 이미 아시

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 미주 등지에서 100여국에 걸쳐 

2000종에 가까운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MacEvilly C 2000, 

Ramos-Elorduy J 2009). 곤충은 일반적으로 50~60%의 높

은 단백질량을 함유하고 있어 기존 육류 단백질의 대체

제로써 충분히 이용가능성이 있다(Bukkens SGF 1997). 

예로써 갈색거저리 유충의 경우 대두보다 많은 양의 필

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Liya Y 등 2013), 제한아

미노산이 없어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Shockley 

M과 Dossey TA 2014). 또한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철과 vitamin A 등 미량영양소 또한 비교적 

풍부하며(Rumpold BA와 Schlüter OK 2013), 키틴질로 대

표되는 식이섬유 또한 함유하고 있어 영양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는 딱

정벌레목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써, 유충은 밀웜

(mealworm)으로도 불리며, 중국,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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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Yoo SO 등 2011). 갈색

거저리는 영양소가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식용 곤충에 

비해 먹이와 서식 조건 등이 까다롭지 않으므로(Makkar 

PSH 등 2014),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으며 대량 생산화

도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의 사료용으로 널

리 유통되고 있는 등 비교적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곤충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에서는 

갈색거저리 유충이 식용 곤충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 원료로써 적극적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으며, 이러

한 노력에 의해 2014년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색

거저리 유충을 한시적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다.

 이처럼 갈색거저리 유충이 식품 원료로 허용되면서, 

새로운 식품 소재로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은 단백질함량이 건조중량 대비 50% 정도로 풍부하

며, 또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부패의 위험성이 높다(Rumpold 

BA 등 2014). 또한 지질의 함량도 건조 중량의 30% 정도

로 높아(Yoo JM 등 2013) 저장 중 산패의 가능성도 큰 

식품이다. 갈색거저리를 먼저 식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외국의 경우, 저장 중 미생물 변화(Klunder HC 등 2012)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국내산 갈색거저리의 저

장 중 전반적인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Chung MY 등

(2014)의 동결건조 갈색거저리 유충의 유통기한 설정 연

구만이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색거저리 유충의 처리조건을 

달리하여 냉장 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이의 구성성분으로 

수분 이외의 대부분의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질 및 단

백질의 저장 기간 중 산화 안정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갈

색거저리 유충이 새로운 식재료로써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갈색거저리 유충은 경기도 화성시

에 위치한 농가에서 사육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구입한 갈색거저리 유충은 먼저 -78°C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하여 희생시켰으며, 이후 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제

거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처리는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생시료(raw)와 동결건조한 것(freeze-dried), 기름 없이 

250±20°C의 팬에 6분간 볶은 것(pan-fried) 등 3가지로 

하였다. 생시료 및 전처리한 시료는 4°C의 냉장실에서 

저장하면서 0일, 2일, 4일, 7일, 10일, 14일, 18일에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생시료는 실험 실시 직

전에 동결 건조 후 이용하였다. 저장 기간은 예비 실험

으로 3주간 저장하면서 pH, 젖산 함량, 산가를 측정하여 

변화 추이의 경향이 달라지는 시점인 18일까지로 결정

하였다. 

거저리 유충 시료의 유지 추출은 n-hexane을 용매로 하

여 5시간 동안 상온에서 진탕 및 방치한 후 그 여과액을 

진공 농축하여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유지는 산가 및 과

산화물가 측정에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식품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 조

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에테르 추출법,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3. pH 및 젖산 함량 측정

시료 5 g을 증류수 30 mL와 혼합하여 homogenizer(T 18 

basic ULTRA-TURRAX
®
, IKA Works, Inc., Wilmington, 

NC, USA)를 사용하여 14,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 하

고, Whatman No.1 여과지로 여과하여 Digital pH/Ion 

meter(S20 SevenEasy
TM

 pH meter, Mettler-Toledo Inc., 

Columbus, OH,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젖산 함량은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homogenizer로 14,000 rpm에서 1분 동안 균질화시킨 후,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H 8.30이 될 때 까지 

적정에 소비되는 0.1 N-NaOH 용액의 소비량에 0.009008

을 곱하여 젖산 함량(%, w/v)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4. 색도 및 갈색도 측정

시료의 색도는 갈색거저리의 분말시료를 4 g씩 petri 

dish에 담아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D65-10°의 광원 조건에서 시료별 6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Hunter Lab 색체계를 이용하였다.

갈색도는 Martin K와 Steven N(1988)의 방법을 변형하

여 시료 1 g에 80% 메탄올 9 mL를 넣어 3시간 동안 진

탕 추출 후, 1,0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

하여 cuvette에 담아 분광광도계(Optizen 2010 UV, Mecasys, 

Daejeon, Korea)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산가 측정

산가의 측정은 식품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  

stration 2013)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추출한 유지 

5 g을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Ethyl ether:Ethanol 

(2:1, v/v) 100 mL를 넣고 진탕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하고, 0.1 N KOH 에

탄올 용액으로 적정하여 미홍색이 30초간 유지되는 때를 

종말점으로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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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 fresh weight)

Samples
1)

Raw F.D. P.F.

Moisture 61.46±0.48 5.02±0.13 3.67±0.12

Crude protein 20.51±1.33 49.84±0.84 51.43±0.29

Crude fat 13.48±0.82 32.91±1.25 29.56±1.97

Crude ash 1.15±0.04 2.84±0.25 2.67±0.02

Carbohydrate
2)

3.40±0.28 9.39±0.56 12.67±0.88
1)

F.D. : Freeze-dried, P.F. : Pan-fried.
2)

Crude carbohydrate=100-(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All values are mean±SD

Table 1.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T. molitor larvae

6. 과산화물가 측정

과산화물가 측정은 식품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추출한 

유지 5 g에 Acetic acid:Chloroform(3:2, v/v) 25 mL를 가

하여 혼합하고, KI 포화용액 1 mL를 가하여 강하게 교반

하고 암실에 10분간 방치하여 반응시킨 후 물 75 mL를 

가하고 1% 전분용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Na2S2O3 

용액으로 청색이 소실되는 시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7. 지질산패도(Thiobarbituric acid value, TBA) 측정

Witte VC 등(1970)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5 g에 2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12.5 mL를 첨가하여 14,000 rpm

으로 1분간 균질화시키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50 mL로 

희석하여 교반한 다음 여과지(Whatman No. 1)에 여과시

켜 여과액 5 mL를 2-thiobarbituric acid 용액 5 mL과 혼

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20시간 방치시킨 후 분광광도계

를 사용하여 530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여 TBA가

로 하였다. 

8. 카르보닐가 측정

카르보닐가의 측정은 Oliver CN 등(1987)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g과 0.15 M KCl 용액 10 mL

를 14,000 rpm에서 20초간 균질화한 다음 여과지

(Whatman No. 1)에 여과하여 여과액 0.1 mL에 2 N HCl 

용액과 0.2% DNPH 용액(w/v) 첨가구로 나누어 각각 

0.5 mL씩 넣어 15분마다 섞어주면서 암실에서 1시간 동

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CA 용액(w/v)를 넣고, 

3,0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

다. 남은 침전물을 ethanol:ethyl acetate(1:1, v/v) 용액으

로 용해하여 HCl 첨가구는 280 nm, DNPH 첨가구는 

3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bovine serum albumin의 

standard curve와 protein hydrazones 몰흡광계수 21,000 

M
-1

cm
-1
을 이용하여 단백질 1 mg당 nmol carbonyl로 나

타내었다.

9.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 검출

시료는 5 g씩을 취하여 냉장 저장하였으며, 2일, 4일, 

7일, 10일, 14일 18일에 각각 3개씩 취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일반세균수는 0.9% 생리식염수로 연속 희석하

여 희석액 1 mL를 건조필름배지(Petri film
TM

 aerobic 

count plate, 3M
TM

, St. Paul, MN, USA)에 접종하고 

35±1°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

산하여 평균 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한 것을 일반세균

수로 하였다.

대장균 검출 시험은 식품공전(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10배 희석한 

시료를 EC 배지에 접종한 후, 37±1°C에서 48시간 배양하

여 대장균 검출을 확인하였다.

10. 통계처리

분석 결과는 SPSS 22.0 program을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한 후, 사후 분석으

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 수준

에서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갈색거저리 유충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생시료의 수분 함량은 

61.46±0.48%,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은 각각 20.51± 

1.33%, 13.48±0.82%로 Finke MD(2002)의 결과(수분함

량:61.37%, 조단백질:18.81%, 조지방:13.48%, 조회분:0.91%, 

조탄수화물:5.53%)와 유사하였다. 동결건조 및 볶은 시료

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함량이 감소하여 각각 

5.02±0.13%, 3.67±0.12%의 수분함량을 보였다. 갈색거저

리 유충의 겉껍질은 키틴질로 이루어져있으며(Valentine 

JM 2005) 키틴의 탈아세틸화가 50% 이상 진행된 경우를 

키토산이라 하며, 이때 NH2기의 증가로 수용성이 증가한

다(Rinaudo M 2006). 따라서 -70°C에서 빙결정 승화로 

인해 건조되는 동결건조 처리시보다, 250±20°C의 고온에

서 가열할 경우 갈색거저리 유충의 일부 키틴질이 키토

산으로 전환되어 함유된 수분의 건조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사료된다. Bernard JB 등(1997)이 갈색거저리 유충을 

건조 형태(dry basis)로 분석한 결과(조단백질:52.7%, 조

지방:32.8%)와 조단백량과 조지방량이 유사하였다. 조회

분 함량은 생시료, 동결건조 시료, 볶은 시료가 각각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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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s 

color value
1) Samples

2)
Storage time (days)

0 2 4 7 10 14 18

Raw 26.00±0.72
aA

23.08±0.45
bC

22.72±0.42
bC

22.52±0.34
bC

22.15±0.37
bC

23.36±1.43
bC

17.65±0.87
cC

L F.D. 23.68±0.79
eB

28.01±0.49
dA

28.02±0.47
dA

30.33±0.44
cA

32.67±0.74
bA

33.94±0.71
aA

34.05±1.1
aA

P.F. 25.18±0.55
bA

24.91±0.60
bB

25.35±0.1
abB

24.86±0.35
bB

24.89±0.30
bB

26.41±0.97
aB

25.57±0.30
abB

Raw 3.91±0.11
cB

4.24±0.13
abB

3.60±0.08
dC

4.10±0.14
bcC

4.16±0.05
bB

4.66±0.28
aA

2.21±0.28
eC

a F.D. 3.57±0.09
dC

4.41±0.26
bB

4.35±0.20
bB

4.87±0.12
aB

4.09±0.22
bcB

4.82±0.10
aA

4.09±0.04
cB

P.F. 5.28±0.11
abA

5.40±0.11
aA

5.04±0.10
bcA

5.31±0.05
aA

4.98±0.03
cA

5.04±0.22
bcA

5.05±0.04
bA

Raw 6.49±0.32
aA 

6.25±0.10
aC

5.02±0.26
cC

5.51±0.23
bC

5.46±0.10
bC

6.22±0.38
aC

2.63±0.32
dC

b F.D. 5.32±0.26
eB

7.91±0.08
dA

7.82±0.38
dA

9.16±0.10
cA

9.27±0.38
cA

10.07±0.13
aA

9.62±0.10
bA

P.F. 6.66±0.24
bA

7.16±0.18
aB

6.49±0.09
bB

7.06±0.11
aB

6.65±0.11
bB

7.48±0.53
aB

7.29±0.17
aB

1)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
F.D. : Freeze-dried, P.F. : Pan-fried.

All values are mean±SD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after different pretreatment

Samples
1)

Storage time (days)

0 2 4 7 10 14 18

Raw 0.276±0.01
gC

0.563±0.05
fB

0.589±0.05
eB

0.624±0.05
dB

0.949±0.14
bB

0.811±0.05
cB

1.001±0.09
aB

F.D. 0.312±0.03
dB

0.416±0.04
cC

0.314±0.03
dC

0.460±0.03
bC

0.535±0.07
aC

0.415±0.05
cC

0.543±0.07
aC

P.F. 1.042±0.04
cA

0.934±0.05
eA

1.140±0.04
aA

1.042±0.12
cA

1.006±0.08
dA

0.901±0.08
fA

1.074±0.12
bA

1)
F.D. : Freeze-dried, P.F. : Pan-fried.

All values are mean±SD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Changes in browning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after different pretreatment

±0.04%, 2.84±0.25%, 2.67±0.02%이었으며, 탄수화물 함량

은 각각 3.40±0.28%, 9.39±0.56%, 12.67±0.88%로 볶은 시

료의 경우 동결건조 시료와 비교하여 탄수화물 함량이 

높았다.

2. 색도 및 갈색도의 변화

갈색거저리 유충의 색도 변화는 Table 2와 같았다. 동

결건조한 시료는 저장 이전(0일)에 명도(L값)이 가장 낮

았지만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여 18일째에는 다른 시료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이 결과는 동결건조 우육을 

냉장 저장 시 명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Jung IC 등 

1998)와 유사하였다. 볶은 시료와 생시료는 저장기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볶은 시료의 경우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적색도(a값)

는 볶은 시료가 저장기간 동안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생시료는 적색도가 증가하다가 18일째에 낮아짐으로써

(p<0.05) 명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황색도(b

값)는 동결건조 시료, 볶은 시료, 생시료 순으로 높았으

며, 저장 기간에 따라 증가한 다른 시료와 달리 생시료는 

저장 완료 후 감소하였다(p<0.05). 3가지 시료 중 볶은 시

료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 값의 변화 정도가 가장 작았

으며 위와 같은 색상의 변화는 관능 특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갈색거저리 유충의 갈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았

다. 생시료(0.28)와 동결건조 시료(0.31)의 갈색도는 저장 

이전(0일)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볶은 

시료는 다른 시료에 비하여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1.04). 

세 시료 모두 저장 기간 동안 갈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Grant IR과 Patterson MF(1991)의 쇠고기 

등심의 냉장저장 연구에서 8일까지 저장하는 동안 갈색

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결과가 유사하였다. 특히 

생시료의 경우 갈색도의 증가폭이 커 18일째에는 볶은 

시료와 갈색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동결건조 시료

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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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H and lactic acid content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after different pretreatments. F.D.: Freeze-dried,

P.F.: Pan-fried

4°C에서 18일까지 저장 시, 갈변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pH 및 젖산 함량의 변화

근육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경우, 사후에 근육의 

글리코겐 분해에 의한 젖산의 생성, 단백질 분해효소 및 

미생물에 의한 부패 등이 진행되므로, pH와 젖산 함량의 

변화는 동물성 식품의 저장 중 특성 변화에 중요한 지표이

다. 따라서 갈색거저리 유충의 저장 중 pH 측정값과 젖산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처리한 시료는 pH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다 14일 이후부터 증가하였으며, 볶은 시료의 경우에는 

다른 시료보다 pH가 높았으나 두 처리군 모두 저장기간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생시료의 pH 값은 동결건조 시료와 변화 양상이 다

소 유사하였으나 저장 완료 후 초기 값보다 감소하였으

며(p<0.05), 저장기간 동안 다른 처리군보다 낮은 pH를 

보였다. 저장 기간에 따른 pH 감소는 햄버거 패티(Cha 

SS와 Lee JJ 2013) 및 돈육(Jin SK 등 2002)을 냉장 저장

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후 근육

의 젖산 축적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되며, 돼지고기의 경

우 젖산 축적으로 인한 최종 pH가 5.4~5.6까지 떨어진다

고 보고된 바 있다(Park BY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생

시료의 경우, 4일부터 14일까지 5.4 정도의 pH를 나타내

었고 이는 사후 근육 내 젖산의 축적으로 인한 정상적인 

pH 감소로 생각되며, 이후 18일에 급격히 pH가 증가한 

것은 부패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저장하기 전(0일)의 젖산 함량은 생시료, 동결건조 시

료, 볶은 시료 순으로 높았으며, 동결건조 시료의 측정값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저장 10일째부터 감소하기 시

작하였고, 최종 측정값은 초기 값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반면 볶은 시료의 경우에는 저장 기

간 중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저장기간에 따른 유

의적인 함량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생시료의 경우에는 

저장 14일째까지 젖산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이후에 감소

하였는데(p<0.05), 이에 대해 Reddy NR 등(1994)은 어육

류의 급격한 젖산 함량의 감소는 부패 세균에 의한 암모

니아와 같은 알칼리 화합물의 생성에 의한 것이라 함으

로 보아, 이번 연구에서도 부패로 인해 젖산 함량의 급격

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 산가의 변화

산가는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지방산의 함량을 나타내

는 유지의 산화 품질 지표 중 하나이다(Skiera C 등 

2014). 이에 갈색거저리 유충에 다량 함유된 지질 성분의 

산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산가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동결건조 시료와 생

시료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산가가 증가하였는데

(p<0.05), 갈색거저리 유충은 함유된 지방의 77.0%가 불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Yoo JM 등 2013), 산화

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저장 중의 지방 

산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산화는 

0.75 이상의 수분활성도를 가진 식품에서 촉진되며(Troller 

AJ와 Cristian JHB 1978), 같은 동물성 식품이면서 수분 

함량이 비슷한 돈육과 우육의 수분활성도가 0.95 이상으

로 보고되고 있으므로(Sman VDRGM과 Boer E 2005, 

Kinsella KJ 등 2006), 생시료의 경우 0.75가 넘는 수분활

성도를 띨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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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acid value (AV)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F.D.: Freeze-dried, P.F.: Pan-fried

Fig. 3. Changes in peroxide value (POV)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F.D.: Freeze-dried, P.F.: Pan-fried

치지 않은 생시료의 경우, 실험 결과 다른 처리군보다 산

가의 증가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시료의 경

우 18일 째에는 14일에 비해 유리 지방산의 함량이 감소

되었는데, 이는 pH 및 젖산 함량의 변화에서 언급하였듯 

부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볶은 시료의 경우, 산가가 

다른 시료보다 절반 이상(1.13~1.8 mgKOH/g) 낮았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열처리 공정을 거침으로써 유리 지방산 함량이 증가하

는 것을 늦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볶은 시료는 저장하

는 동안 산가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Chung MY 등

(2014)이 실시한 연구에서 갈색거저리 유충을 동결건조 

및 고온, 고압 살균을 실시한 후 25, 35, 40°C의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6개월간 저장시 산가에 변화가 거의 나타

나지 않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

5. 과산화물가의 변화

갈색거저리 유충을 4°C에 냉장 저장하면서 유지의 1차 

산화물인 과산화물을 이용하여 지질의 산화 정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전처리 방법에 따른 과산

화물 함량은 초기에는 생시료, 동결건조 시료, 볶은 시료 

순으로 각각 6.33, 6.41, 6.34 meq/kg로, 시료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생시료의 경우 저장 4일째부터 동결건조 및 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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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hiobarbituric acid (TBA) value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F.D.: Freeze-dried, P.F.: Pan-fried

음 처리를 한 시료보다 유의적으로 과산화물의 함량이 

높았으며(p<0.05), 이후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18일째에 측정한 생시

료의 과산화물가는 25.58 meq/kg로, 분쇄돈육을 4±1°C에

서 14일간 저장한 시료의 과산화물가가 8.89 meq/kg로 

보고(Lee MA 등 2010)된 것과 비교하여 3배가량 높은 값

을 보였다. 그럼에도 Chung MY 등(2014)이 갈색거저리 

유충의 자가규격으로 설정한 과산화물가 값인 30 meq/kg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과산화물가 측정값이 허용 범

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건조 시료와 볶은 

시료는 저장 완료시에 측정한 과산화물가 값이 각각 8.15 

meq/kg, 10.1 meq/kg 로 저장 기간 동안 두 처리군은 측

정값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1차 산화

물 생성 경향은 비슷하였다.

6. TBA가의 변화

갈색거저리 유충의 냉장 저장 중 TBA가의 변화는 Fig. 

4와 같았다. TBA가는 지방의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malonaldehyde(MDA)와 thiobarbituric acid가 반응하여 생

성되는 붉은 색의 강도를 측정한 것으로 지질의 산화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이며, 단백질 급원 식품에서의 

지질 산화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Guillen-Sans R과 

Guzman-Chozas M 1998). 측정 결과 동결건조 시료와 볶

은 시료는 저장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생시료는 전반적으로 저장 기간이 경과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8일에는 0.614 mgMDA/kg로 측정되

었으며, 이는 동결건조 시료(0.393 mgMDA/kg), 볶은 시

료(0.202 mgMDA/kg)보다 높았다(p<0.05). TBA가의 저

장기간에 따른 증가는 지방이 산화되어 1차 생성물질인 

hydroperoxide가 2차 산화생성물로 분해되어 유기산, 알

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카보닐기 및 중합체 생성물이 증

가하고, 미생물 대사와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분해 물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Brewer MS와 Harbers 

CAZ 1993)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질의 산화 지표 측정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갈색거저리 유충을 18일 간 저장

시에 볶거나 동결건조 처리를 할 경우 생시료보다 지질 

산화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카르보닐의 변화

육류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NH 또는 NH2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OH·(hydroxyl radical)과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화 과정 동안 카르보닐 화합물을 

생성한다(Stadtman ER 1990). 단백질 카르보닐은 직접

적인 아미노산의 산화뿐만 아니라, malondialdehyde, 4-  

hydroxynonenal 등과 같은 지방산화물과 반응하여 유해물

질을 생성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Berlett BS와 Stadtman 

ER 1997).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의 경우, 산화로 인해 

생성된 카르보닐 화합물은 단백질 산화의 주요 지표로 사

용될 수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을 4°C에 저장하면서 카르

보닐 함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0

일째에는 시료 간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기간 중 모든 시료가 0일째보다 18일째에 카르보닐 함량이 

증가하였으나(p<0.05), 특히 생시료의 경우 0일째 2.333  

±0.406 nmol/mg protein에서 18일째에는 18.267±1.726 

nmol/mg protein 으로 약 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0일까지는 4.668±0.454 nmol/mg까지 증가하는 등 완만

하게 증가하였으며, 10일째의 카르보닐 함량은 Martinaud 

A 등(1997)이 2종의 쇠고기를 10일간 냉장저장하면서 근

육 별로 측정한 카르보닐 수치인 3.1-5.1 nmol/mg, 4.8-6.9 

nmol/mg의 범위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Esté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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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carbonyl of T. molitor larvae during storage at 4
o

C. F.D.: Freeze-dried, P.F.: Pan-fried

Sample
1)

Storage time (days)

0 2 4 7 10 14 18

Raw 6.7±0.1
b2)

7.0±0.0
a

6.1±0.1
f

6.3±0.1
e

6.4±0.1
d

6.5±0.0
c

6.1±0.0
f

F.D. 6.4±0.1
d

6.5±0.0
c

6.7±0.0
b

6.7±0.1
b

6.8±0.0
b

6.8±0.1
ab

6.9±0.0
a

P.F. 3.7±0.1
e

4.0±0.1
d

4.1±0.0
cd

4.1±0.0
cd

4.1±0.0
c

4.3±0.0
b

4.5±0.1
a

1)
F.D.: Freeze-dried, P.F.: Pan-fried.

2)
Mean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b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l values are mean±SD

Table 4. Changes in total plate counts of T. molitor during storage time  (unit: logCFU/g)

M(2011)은 육류의 카르보닐 함량은 단백질 분해가 급격

해지는 시점에서 더욱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생시료에 대해 14일쯤부터 빠르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카르보닐 함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급격한 단백질 분해의 이유는 부패에 의한 것으로 보이

며, pH와 산화지표, 미생물 등의 수치에서도 생시료가 14일

쯤부터 부패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

결건조 및 볶는 공정을 거친 시료는 각각 18일째에 6.022 

±0.228 nmol/mg protein과 3.703±0.340 nmol/mg protein의 

카르보닐 화합물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동결건조 시료가 

볶는 공정을 거친 시료보다 단백질 산화가 더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가 및 과산화물가, 

TBA가 등 지질의 산화 지표와 유사하였다.

8. 총균수의 변화

갈색거저리 유충을 4°C에 냉장 저장하면서 총균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생시료의 

경우, 0일째에 6.7±0.1 logCFU/g의 총세균수를 나타내어 

Klunder HC 등(2012)이 갈색거저리 유충에 대해 측정한 

7.7 logCFU/g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고, 같은 연구에

서 볶은 시료가 4.8 logCFU/g을 나타낸 것에 비해 본 연

구에서는 3.7 logCFU/g을 나타내어 이 또한 10분의 1 수

준으로 관찰되었다. 총균수는 18일간 큰 변화를 나타내지

는 않았으나, 생시료에서 2일째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4일째에 감소한 후, 14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가 18일째에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의 생장 및 발육은 시료의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Mills J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미생물 변화 양상은 

시료의 pH 변화와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생시료의 경우 

4일째에 급격히 pH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8일째에 다시 pH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총균수의 변화도 4일과 18일째에 동시에 관찰

되었다. 이에 비해 동결건조 시료 및 볶은 시료의 경우에

는 pH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 동안 

총균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동결

건조 시료의 경우, 18일째에는 총균수가 6.9±0.0 logCFU/g

까지 증가하여 생시료에서 급격한 pH 변화가 있기 전인 

2일째의 7.0±0.0 logCFU/g에 근접한 총균수를 나타내었

다. 이에 18일 이상으로 저장할 경우, 부패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볶은 시료의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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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시료에 비해 0일째에는 1/1,000 수준의 총균수를 

나타내었으므로, 가열 과정 중 살균 작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가열 등의 살균 과정을 1차로 거친 

후에 저장하는 것이 갈색거저리 유충의 미생물 오염 정

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균은 시험결과 저장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의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4년 7월에 국내에서 새롭게 식품 원

료로써 허용을 받은 식재료인 갈색거저리 유충의 저장성

을 시험하여 이후 갈색거저리 유충의 식품으로써의 이용 

형태 및 유통 방법 등의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생시료, 

동결건조 시료, 볶은 시료)로 가공하여 4°C 냉장조건에서 

18일간 저장하면서 색도 및 갈색도, pH 및 산도, 산가, 과

산화물가, TBA가, 카르보닐, 총균수 등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세 가지 형태의 시료의 일반성분 측정결과, 건조 과

정을 거치지 않은 생시료의 수분 함량은 61.46±0.48%로, 

동결건조시료(5.02±0.13%)와 볶은 시료(3.67±0.12%)에 비

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수분 함량은 수분활성도

를 증가시켜 산패 및 부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에 실험 결과 생시료의 산가, 과산화물가, TBA가, 

카르보닐가 등의 산화 측정 지표들이 저장 완료 후 다른 

형태의 시료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갈변 반

응의 진행을 보여주는 지표인 갈색도는 볶은 시료가 0일

째에 가장 높았으나 생시료의 갈색도가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18일째에는 볶은 시료와 차이가 없었다. 전처리

를 하지 않은 생시료의 경우, 저장 기간 동안 균에 의한 

부패가 다른 시료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pH와 갈색도 및 산화지표를 관찰한 결과 저장 10

일째부터 변패가 시작되어 14일 이후에는 가속화 되었다. 

이에 비해 동결건조 시료와 볶은 시료는 18일간의 저장에 

의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동결건조 시료보다는 볶

은 시료의 변질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질 및 단백질의 산화지표 측정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는데, 동결건조 시료의 경우 가열 처리를 하지 

않아, 미생물 및 생체 내 효소 등이 불활성화되지 않았으

며 이로 인해 산화 반응이 촉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수분함량이 높으면서 비가열 형태의 시료

인 경우, 냉장 온도(4°C)에서 10-14일 이상 저장하는 것

은 부패의 위험성이 높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열 동결건조 형태의 시료는 18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볶은 시료에 비해서는 저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갈색거저리 유충을 

가열 처리하여 살균 및 효소 불활성화 효과를 부여하고, 

일반 건조 처리보다 수분 함량을 더 감소시킨 볶은 시료

가 가장 저장성이 우수한 형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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