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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메뚜기(Oxya chinensis sinuosa Mistshenko) 분말 섭취와 

유산소성 운동훈련에 의한 마우스의 에너지 대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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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grasshopper (Oxya chinensis sinuosa) powder ingestion with/without

aerobic exercise (treadmill running) on energy metabolism. To achieve this purpose, 28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ICR) m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 diet control group (CON), a normal diet with exercise control group (COEX), a grasshopper powder- 

supplemented diet group (GH), and a grasshopper powder-supplemented diet with exercise group (GHEX). Duration of the powder 

ingestion and aerobic exercise training were 6 weeks. Body weight gain ratio was not significant. Fat mass significantly decreased in GH 

and GHEX. There were no changes in bloo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levels between 

groups. Glucose transporter type 2 and glucose transporter type 4 protein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Fibronectin

type III domain-containing protein 5 level was the highest in GHEX. AMP-activated protein kinase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in 

GHEX compared to the levels in the other groups. Glycogen synthase kinase 3 beta protein level was reduced in GHEX compared to

that in C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asshopper powder ingestion and endurance exercise training influence energy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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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벼메뚜기(Oxya chinensis sinuosa) 분말 섭취가 유산소성 운동훈련(트레드밀 달리기)의 병행 유무에 의해 ICR 생쥐의 에

너지 대사를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8 마리의 ICR 생쥐를 보통식 대조군(CON), 보통식 대조군

으로서 운동훈련 병행군(COEX), 벼메뚜기 분말이 혼합된 사료 섭취군(GH), 그리고 벼메뚜기 분말이 혼합된 사료를 섭취함과 동시에 운동훈련

을 병행군(GHEX)으로 구분하였다. 벼메뚜기 분말 사료섭취 및 운동은 6주간 진행하였다. 체중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량은 GH와 

GHEX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혈중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와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수준은 처치 집단간 변화가 

없었다. 제2형 당수송체 및 제4형 당수송체는 처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GHEX의 fibronectin type III domain-containing protein 5 

단백질 발현량이 가장 높았다. AMP-activated protein kinase 단백질 수준은 GHEX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Glycogen synthase kinase 3 

beta 단백질 발현량은 GHEX가 CON과 비교할 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벼메뚜기 분말을 섭취하면서 지구성 운동훈련을 하는 경우에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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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2013)의 보고에서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90억명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현재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식량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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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예측·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식량 공급원 이

외의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고, 인류 식량난의 문제 해결책으로

써 식용곤충을 대체식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전 세계의 

농경지 중 86% 이상이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되

고 있으며,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

화의 주범으로서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 지역은 가뭄이 심각해

지고, 가축 사망률이 20～60% 이상 증가하였다(FAO, 2008).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 되고 있

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될 것이다. 한편 곤충은 가축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

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은 친환경적 먹

거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Sah and Jung, 2012).

인류는 곤충을 먹거리 자원으로 이용한 역사는 수렵 채취 생

활을 하던 원시시대 이후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현재도 곤충을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곤충을 보편적으로 먹거리로 이용

하고 있다(Kim et al., 2015; Nam and Ma, 2000). 인류가 먹는 

곤충은 1,900여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FAO, 2013), 우

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곤충을 먹거리로 이용하여 일제 강점

기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식용곤충 16종, 약용곤충 77종이 

기록되어 있다(Kim et al., 2015). 근래에는 메뚜기와 누에(Bombyx 

mori)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유충, 흰점

박이꽃무지(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유충이 식용 소재로 

인정받아 식품의 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Lee et al., 2014).

식용곤충과 관련 된 연구는 단순히 식품의 원료로서 활용가

능성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곤충으로부터 다양한 기능성

을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즉, 누에번데기 섭취에 의

한 지질대사 증대효과(Ryu, 2014), 면역력 증강 및 근육량 증대 

가능성 제시(Yeo et al., 2013a,b)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수컷 

누에번데기 분말 섭취에 의한 지질과산화 억제(Oh et al., 2012), 

누에 추출물 섭취에 의한 에스트로겐 합성 활동의 상승(Yang et 

al., 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용곤충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을 저하시키고 지방합성이 억제되어 

혈중지질 성분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곤충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Longvah et al. (2012)은 누에 번데기 기름을 흰쥐에게 

18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이 감소

하였으며,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누에번데기의 지방산이 아닌 펩타이

드 역시 지방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그러나 누에 번데기에 비하여 벼메뚜기 기능성에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로 판단되며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벼메뚜기의 구성성분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

단백질량이 평균 70%를 상회하는 양질의 단백질 구성을 가지

고 있으며, 지질량은 10% 내외로 나타난다(RDA, 2014). 지질

가운데 지방산 조성에서 불포화지방산인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및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다(RDA, 2014). 

벼메뚜기에는 키틴이 10～40% 함유되어 있고, 철 함유량은 포

유동물의 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A도 다

량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5). 이와 

같은 성분의 구성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로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곤충 혹은 현재 식용곤충은 식량자

원뿐만 아니라 약용자원, 화분매개자원, 천적자원 등 곤충의 다

양한 자원으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Park, 2001). 아울러 곤

충식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요리와 섭취방법 또한 

개발되고 있지만 식용곤충의 부작용이나 섭취에 따른 효과들

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가 미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한 식용곤충의 효과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과 친환경적인 특성을 이용하

여 식량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용

곤충 중 벼메뚜기를 이용하여 운동과 병행할 때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하여 벼메뚜기를 새로운 보조식품으로서의 효과와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식용곤충 자원으로서 벼메뚜기

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사육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후 5주령된 수컷 ICR mouse 28마리를 사

용하였으며, 마우스는 케이지 당 3～4마리씩 분류하였다. 사육

실 내부 환경은 자동 냉난방기를 이용하여 23～25℃, 상대습

도는 60% 내외로 유지시키고 08:00～20:00까지를 암기로 하였

다. 집단구분은 보통식 대조군(normal diet control group: CON), 

보통식 대조군으로서 운동훈련 병행군(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training group: COEX), 벼메뚜기 분말이 혼합된 사료 섭

취군(Grasshopper powder added diet ingested group: GH), 벼메

뚜기 분말이 혼합된 사료를 섭취함과 동시에 운동훈련을 병행

군(Grasshopper powder added diet with exercise training 

group: GHEX)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승인번호 KNU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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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

Constituents Normal diet Grasshopper powder diet

Corn starch 400 400

Grasshopper powder - 200

Sucrose 200 200

Casein 200 44

Corn oil 60 60

Cellulose 50 50

Lard 40 40

Mineral mix* 35 35

Vitamin mix* 10 10

D,L-methionine 3.5 3.5

Choline 1.5 1.5

*AIN-76 formula.

식이조성 및 섭취방법

식이 조성은 AIN-76을 바탕으로 제조하였으며, 벼메뚜기 

분말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을 고려하여 각각의 영양

소를 가감하여 조제하였다(Table 1; RDA, 2014). 식이의 섭취

는 오전 08:00에 각 30 g을 하루에 한번 공급하였으며, 물은 자

유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통의 절반을 섭취하였을 경우

에 재 공급하였다. 

 

벼메뚜기

실험에 이용한 벼메뚜기는 경상북도 문경시의 벼논과 주변 

과수원에서 채집하여 사용하였는데 채집 후 벼메뚜기를 식이

에 첨가하기 위하여 3일간 공복을 시킨 후, 날개를 제거한 상태

로 동결건조(Labconco, Kansas city, Missouri, USA)후 분말로 

가공하여 식이에 첨가하였다. 분말가공은 분쇄기(Hanil, Seoul, 

Korea)를 이용하였다.

운동방법

예비사육 후 6주령이 되었을 때부터 6주간, 주당 2일 운동 1

일 휴식, 3일 운동 1일 휴식의 패턴으로 5일간 하루에 한번 트레

드밀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각 구간마다 시간과 속도를 점진적

으로 증가시켜 1주에는 5～15분 동안 5～10 m의 강도로서 진

행하였으며 마지막 6주째가 되었을 때 30분 동안 26 m/min를 

실시하였다. 전체 운동 기간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자극 부하에 의한 강제 운동은 수행하지 않았다.

체중측정

체중의 측정은 동일한 시간과 환경에서 매주 2회 측정하였

다. 즉, 실험 기간 중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규칙적으

로 측정하여 동일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된 

주당 2회의 자료를 평균을 구하여 사육 전, 후 비율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표기하였다.

시료채취

동물사육 기간이 종료된 6주 후에 12시간 절식 시킨 다음 

Ethylether(Duksan, Gyeong gi-do, Korea)의 흡입 마취 상태에

서 개복하여, 복대동맥에서 채혈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Gyrozen, Seoul, Korea)후 분석 시

까지 냉동고(Nihon freezer, Tokyo, Japan)에 보관하였다. 그 후 

간과 근육 등 분석에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여 액체 질소를 활용

하여 활성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분석 시까지 -80℃ 냉동고

(Nihon freezer)에 분석 시까지 보관하였다.

분석항목 및 방법

 

혈액 분석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농도는 효소법에 의한 분석 kit (Asan pharmac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분광광도계(Mechasys,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분석하고, 분석시약에 동봉된 계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단백질 발현량 분석

근육 조직과 간 조직의 처리는 RIPA Buffer (Biosesang, 

Gyonggi-do, Korea) 1 ml을 샘플 0.1 g에 넣어 균질화 작업을 

하였다. 균질화 작업이 끝난 후 샘플을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한 다음, 3 × SDS-PAGE sample 

buffer를 섞어서 샘플을 만들어 100℃에서 10분간 끓인 후, 조

각 얼음통에 보관하였다.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10% SDS-PAGE 

Gel에 protein marker (Gindepot, Barker, Texas, USA) 10 ㎕와 

단백질 샘플 15 ㎕를 분주한 후에 75 V에서 전기영동하여 단백

질을 분리하였다. 단백질 분리 후 Nitocellulose blotting mem-

branes (GE Healthcare Life Sciences, Seoul, Korea)로 100 V

에서 60분간 membrane으로 전이시켰다. 전이가 끝난 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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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weight increasing ratios after experimental period. 
Mean ± standard deviation.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supplemented-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 
supplement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same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TBST buffer (TBST 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0.05% tween-20)에 skim milk powder (MB cell, Seoul, Korea)

를 혼합하여 blocking solution을 만들어 membrane을 담근 뒤, 

교반기 위에 올려 실온에 2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5분간 7

회 세척한 후 일차항체로 반응시켰다. 일차항체의 희석배수와 

구입처는 다음과 같다. GLUT-2 항체는 1:200배(Santa cruz 

biotechnology, Dalls, Texas, USA), GLUT-4 항체는 1:200배

(Santa cruz biotechnology), FNDC 5 항체는 1:1,000배(abcam, 

Cambrigde, Vermont, USA), AMPK 항체는 1:1,000배(Cell 

Signaling Technolohy, Boston, Massachusetts, USA), Gsk-3β 

항체는 1:1,000배(Cell Signaling Technolohy) blocking solution

에 희석한 하여 4℃에서 약 16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1 × TBST 

buffer를 이용하여 5분간 7회 세척한 후 이차항체로 반응시켰

다. 이차항체의 희석배수와 구입처는 다음과 같다. Goat-anti- 

rabbit 항체는 1:3,000배(Santa cruz Biotechnology)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여 2 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 후 1 × TBST로 5

분간 7회 세척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근육과 간에 대한 밴드

의 동정은 ECL (GE Healthcare Life Sciences) kit를 이용해 

membrane을 발광시킨 후 X-ray film에 현상하였다. 검출된 단

백질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β-Actin 항체는 1:500배(Santa 

cruz biotechnology)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여 4℃에서 약 

16시간 반응 시킨 후 1 × TBST를 이용하여 5분간 7회 세척하

였다. 이차항체는 goat anti mouse 항체로 1:3,000배(Santa 

cruz biotechnology)를 blocking solution에 희석하여 2시간동

안 반응 시킨 후 1 × TBST로 5분간 7회 세척한 후 ECL kit을 이

용해 membrane을 발광시킨 후 X-ray film에 현상하였다. Band

의 세기는 image J (NIH ver. 1.48, USA)를 이용하여 각 샘플의 

면적을 설정한 후 상대되는 β-Actin의 면적을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그 값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즉, Band/β-Actin으로 

계산하였다. 각 샘플의 단백질 양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원심분

리 한 샘플의 상층액 1 ㎕와 5 × Brad-ford (Bio-Rad, Hercules, 

California, USA) 1 ml을 혼합 후 각 샘플을 ELISA plate에 200 

㎕를 넣어서 595 nm의 파장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연구결과 자료는 Windows용 통계프로그램 SPSS/PC+21.0K

를 이용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고, 

각 그룹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least significant 

different 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차의 유의성은 

p<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결 과

체중 변화

총 6주간의 사육기간 동안 증가한 체중량을 사육 전, 후 비율로 

표기하였다. 전체 그룹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

조직량 차이

복부 지방량은 그룹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그러나, 부고환 지방량의 경우 GH와 CON 간의 유의

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p<0.05), GHEX는 CON 및 COEX에 

비하여 그룹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지방량의 

합은 GH와 CON 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GHEX

는 CON 및 COEX에 비하여 그룹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

타났다(p<0.05). 지방량 비율의 경우 운동 병행 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CON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혈액성분 차이

간 독성 검사 항목인 GOT의 경우 CON에 비하여 COEX, 

GH 그리고 GHEX에서 각각 1.00%, 1.00% 그리고 0.88%의 차

이가 나타났으나 그룹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GPT의 경우 CON에 비하여 COEX, GH 그리고 GHEX는 각각 

6.73, 6.73, 7.64%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간의 유의성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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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luence of diet on fat contents 

CON COEX GH      GHEX

Abdominal (g) 0.46 ± 0.16
a
* 0.34 ± 0.18

a
0.35 ± 0.18

a
0.34 ± 0.21

a

Epididymal (g) 0.84 ± 0.09
a

0.53 ± 0.05
b

0.38 ± 0.04
bc

0.38 ± 0.04
c

Sum of fat (g) 1.15 ± 0.11
a

0.72 ± 0.08
b

0.56 ± 0.04
bc

0.46 ± 0.05
c

Fat ratio (%) 3.11 ± 0.41
a

1.90 ± 0.24
b

1.49 ± 0.17
b

1.23 ± 0.19
b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 
supplement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supplemented diet with exercise group.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s between 
the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SD test, p<.05). 

Table 3. Influence of diet on blood GOT and GPT

CON COEX GH GHEX

GOT

(karmen)
14.28 ± 0.01

a
* 14.42 ± 0.06

a
14.31 ± 0.01

a
14.41 ± 0.00

a

GPT

(karmen)
13.36 ± 0.02

a
13.51 ± 0.02

a
13.46 ± 0.03

a
13.58 ± 0.12

a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 
supplement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supplemented diet with exercise group.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s between 
the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SD test, p<.05).

Fig. 2. Differences in GLUT2 protein expression in liver. Bars are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
add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same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Fig. 3. Differences of GLUT4 protein expression in skeletal muscle.
Bars are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same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단백질 발현량의 차이

GLUT2 단백질 발현량 차이는 COEX의 경우 CON에 비하

여 7.4%, GH는 COEX에 비하여 6.6%, GHEX는 GH에 비하여 

7.9%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룹간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운동 유무에 따른 유의성 있는 차이 또한 나타나

지 않았다(Fig. 2).

GLUT4 단백질 발현량 차이는 COEX의 경우 CON에 비하

여 12.6% 높게 나타났으며, GH 및 GHEX는 0.6% 및 9.9% 높

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룹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 3). 

또한, 운동 유무에 따른 유의성 있는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FNDC5 단백질 발현량 차이는 GHEX의 경우 CON, COEX 

그리고 GH에 비하여 각각 43.3% 및 39.5, 49.2%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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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ces in FNDC5 protein expression in skeletal muscle. 
Bars are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different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Fig. 5. Differences in AMPK protein expression in skeletal muscle. 
Bars are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different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Fig. 6. Differences in Gsk-3β protein expression in skeletal muscle.
Bars are mean ± standard error. CON: normal diet control group; 
COEX: normal diet control with exercise group; GH: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group; GHEX: grasshopper powder-added 
diet with exercise group. The different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LSD
test, p<.05).

대사 활성에 관여하는 AMPK 단백질 발현량의 차이는 GHEX

의 경우 CON에 비하여 31.4%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5).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Gsk-3β 단백질 발현량 차이는 

GHEX의 경우 CON 보다 Gsk-3β 단백질 발현량이 31.7% 유

의하게 낮았다(p<0.05) (Fig. 6). 또한, GHEX의 경우 COEX 및 

GH에 비하여 각각 30.0, 28.9%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벼메뚜기 분말 섭취에 의한 에너지 대사 증대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R mouse 수컷 흰쥐를 대

상으로 벼메뚜기를 동결건조 하여 분말가공 후 사료에 혼합하

여 섭취시켰다. 동시에 주 5회, 6주간 유산소성 운동훈련을 부

하하여 나타나는 에너지대사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

에서 사용한 벼메뚜기는 경북 문경지역에서 채집하여 사용하

였으며 일반적인 벼메뚜기의 성분특성은 70% 이상의 단백질, 

다량의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

다(RDA, 2014).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는 운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실제로 Higa et al. (2014)은 8주간의 유산소성 운동

인 트레드밀 달리기를 통하여 체중과 체지방 증가가 억제되었

고, Chen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수영운동을 통하여 체중증

가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체중변화에 유

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운동 또는 벼메뚜기분말

을 섭취하였을 때 체중증가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운동

과 벼메뚜기 분말을 섭취시켰을 때 가장 많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영운동에 의한 체중 감소(Jang et 

al., 2014)와 자발적 운동에 의한 체중증가의 억제(Ohyama et 

al., 2015), 체중 및 간 중량의 감소(Marchianti et al., 2014)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운동에 의한 체중 증가 및 체지방 

감소의 결과 가능성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벼

메뚜기에 함유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RDA, 2014)에 의해 체



Changes of energy metabolism by intake of grasshopper   59

중증가 억제와 저장 지방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벼

메뚜기의 지방은 불포화도가 높은 건성유로서(Kim et al., 2015) 

벼메뚜기의 구성 성분 중 불포화지방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u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비

만 Sprague Dawley (SD) 쥐에게 7주간 고지방 식이를 섭취시

켜 비만 쥐 모델로 만든 뒤 8주동안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conjugated linoleic acid (CLA)를 주 5회 공급하고, 트레드밀 

운동훈련을 병행한 결과 체중증가가 억제되었으며, 지방증가 

및 체지방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Fragua et al. (2015)의 연구에

서 개에게 필수지방산으로써 중쇄지방산인 대두-카놀라유를 80% 

섭취시킨 결과,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를 대상

으로 한 연구 즉, 30-55세 성인을 대상으로 24주간 우유 200 ml, 

CLA 3 g 섭취를 통하여 체중 및 총 지방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하였다(López et al., 2013). 이와 유사하게 Ryu (2014)

의 연구에서는 식용곤충으로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누에번데기 분말섭취와 수영운동 병행 시 체중증가가 억

제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벼메뚜기 분말 섭취는 단독 

섭취 혹은 운동과 병행하였을 때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

의 효과로 인하여 체중증가 억제와 체지방의 저장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 독성의 지표를 활용되는 GOT, GPT

는 전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Noh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장수풍뎅이 유충(Allomyrina dichotoma)

을 동결건조하여 SD계 쥐에게 경구투여 하였을 때, 아무런 독

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갈색거저리 역시 SD계 쥐에

게 동결건조한 분말을 섭취시켰을 때, 수컷 및 암컷 모두에게서 

생리적인 독성 및 유전적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Han et al., 2014). 이와 유사하게 Turkez et al. (2014)은 동강의 

풀무치(Locusta migratoria L.) 애벌레를 물 추출하여 in vitro 

연구를 한 결과, 0 - 1,000 mg/l의 범위 내에서는 유전적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식용곤충은 독성이 없는 것을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간 독성을 알아보고자 분석한 GOT 및 GPT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ongvah et al. (2012)은 

누에 번데기 추출 기름을 18주동안 쥐에게 섭취시켰을 경우에

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추출물의 안정성에 대한 보고를 제시

하기도 하였다.

당수송체(glucose transporter: GLUT)는 단당류의 세포막 

투과를 돕는 주된 역할을 함에 따라 혈당 조절과 조직 대사에 

관여하게 되며(Welch et al., 2013), 일반적으로 운동에 의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4)은 운동강도와 운

동기간에 따라 GLUT4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규칙적인 

축구운동을 한 경우에 GLUT4의 상승(Anderson et al., 2014) 

및 Nallamuthu et al. (2014)은 수영훈련에 의해 GLUT4가 약 2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LUT2와 GLUT4 모두

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운동강도가 Kim et al. (2014)의 연구에 비하여 경사도

를 부하하지 않은 낮은 강도였으며, 운동시간도 하루 30분으로 

설정하여 운동에 의한 당수송체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1회성 운동을 부여한 경우에 GLUT1이 8%, GLUT4가 

15% 증가하였다는 보고(Lukaszuk et al., 2012)와 운동을 하였

을 경우에도 GLUT4의 발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

(Pasini et al., 2012)를 볼 때, 운동에 의한 변화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벼메뚜기 섭취에 의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벼메뚜기의 주된 성분이 단백질과 

지방산(RDA, 2014)으로서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Tsuchiya et al. (2015)은 지구성 운동에 비하여 저항성 

운동을 수행 함으로서 FNDC5 즉, irisin 전구체의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FNDC5는 백색지방조직을 갈색지방조직

으로 전환하는 irisin의 전구체(Gamas et al., 2015; Zhou et al., 

2015)로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 

지구성 운동 또는 저항성 운동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FNDC5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Nygaard 

et al., 2015). 실제로 본 연구에서 COEX에서는 FNDC5의 증가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만 쥐에게 운동을 부하하였을 경우

에 FNDC5의 mRNA 발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Peterson 

et al., 2014)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벼메뚜기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였을 경우인 GHEX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지방산과 글루코스가 irisin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Kurdiova et al., 2014)을 고려할 때, 벼메뚜기에 함유

되어 있는 다양한 지방산이 FNDC5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두 가지의 병행이 에너지 대사를 가장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골격근의 AMPK는 

FNDC5 발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보고(Lally et 

al., 2015)를 볼 때, AMPK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AMPK의 변

화는 FNDC5의 결과와 동일하게 두 가지의 병행에 의하여 가

장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 이는 벼메뚜기 분말 섭취와 운동에 

의한 에너지 대사 상승작용이 유발되었다는 것이라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AMPK가 COEX 및 GH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유사한 발현이 유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운

동에 의한 체열생산(Wu et al., 2014) 및 단백질 섭취 저하에 의

한 체열생산의 저하(Claycombe et al., 2015), 단백질 섭취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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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체열생산 증가(Luscombe-Marsh et al., 2013), 단백

질 섭취에 의한 대사량의 증가(Bray et al., 2015; Martens et al., 

2015), 불포화지방산 섭취에 의한 체열생산 반응 증가(Krishnan 

and Cooper, 2014)의 효과라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생선 기름을 마우스에게 섭취시

켰을 때 체열생산 marker가 증가하였다는 보고(Bargut et al., 

2015)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벼메뚜기만을 섭취한 GH와 운동만을 수행한 COEX간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uscombe-Marsh et 

al. (2013)은 고농도의 에너지 섭취 즉, 고지방 식이에 의해 위

제거속도(gastric emptying time)가 늦어져 체열생산이 감소하

였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벼메뚜기는 약 70%를 

상회하는 단백질을 함유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지방을 함

유하고 있어 위제거속도 역시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

며 양질의 영양공급원으로서 효과적인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많은 효과의 상승작용

을 통하여 GHEX에서의 AMPK 상승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결과는 벼메뚜기 섭취에 의한 에너지 대사의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sk-3β는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동에 의해 발현이 억

제된다(Liu et al., 2013). 또한 하경사 달리기 훈련을 하였을 경

우에도 발현이 억제된다고 보고(Amin et al., 2014)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운동만을 수행한 COEX군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GHEX가 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백질 합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Gsk-3β의 인산화가 억제됨으로 인하여 

mTOR, elF2B 등의 단백질이 인산화가 진행되어 단백질 합성

이 증가한다는 보고(Zhang et al., 2014)에서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벼메뚜기 분말 섭취에 의한 에너지대

사 변화는 운동을 병행할 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메뚜기 분말 섭취 시 탄수화물 대사보다는 체중 증가 및 지방 

저장의 억제효과로 보아 지방대사에 보다 영향을 미쳐 에너지 

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영양공급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서

식하고 있는 메뚜기를 식용으로서 선택한다면 단백질 결핍에 

의한 증상의 위험성을 줄여주며 양질의 지방산을 공급할 수 있

게 되어 인간의 영양적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대체 식품으로서의 식용곤충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 장

기적인 관점에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식용곤충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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