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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oxicities of emulsifiable concentrate and granules of cinnamon 
(Cinnamomum zeylanicum) essential oil against Cyprinus carpio and
Danio re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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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Cinnamomum zeylanicum) 정유의 유제 및 입제의 잉어(Cypr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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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innamon essential oil (CEO) was

formulated as emulsifiable concentrate (EC) and a granule. For

the evaluation of their negative effects on the ecosystem, acute

toxicities against Cyprinus carpio was determined in a static

condition. The formulations were made using CEOs extracted by

3 different methods (steam distillation (SD), solvent extraction

and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 and were tested to obtain

LC50 values. Among the ECs, EC including CEO extracted by

SFE showed highest acute toxicity against C. carpio. Among the

granules, a granule including CEO extracted by SD showed

highest acute toxicity against C. carpio. Nevertheless, LC50 of EC

and a granule formulation with CEOs was higher than toxicity

level III of pesticide standardized by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using

zebrafishes. Chronic toxicities were not found for 45 days in

zebrafishes until 500 µgL−1 level of EC formulation including

CEO obtained by the SD. Based on these results, EC formulation

of CEOs may be considered to be used as environmental-friendly

natural insecticide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Keywords Acute toxicity · Chronic toxicity · Cinnamon essential

oil · Cyprinus carpio · Danio rerio · Emulsifiable concentrate

서 론

계피(Cinnamomum verum) 나무껍질로부터 추출한 정유

(Essential oils)는 향신료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민간치료요법에

서도 이용되어왔다[1]. 이들 정유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양한

박테리아에 대하여 항균활성이 뛰어나며 아플라톡신(Aflatoxins)

을 생산하여 식품 및 저장 곡물에 주로 오염시키는 Aspergillus

flavus 또는 A. fumigatus 등의 곰팡이에 대한 살균 또는 생장

억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었다[2,3]. 이들의 동물에 대

한 생리활성은 당뇨병 쥐의 총 콜레스테롤 함량, 저밀도지질

(low-density lipids) 및 중성지방(triglycerides)의 농도를 조절하

는 기능이 알려졌다[4].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계피의 생리활성

은 주로 정유형태로 존재할 때 보고된 바가 많으며 이들은 상

업적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1,2,3].

계피정유는 주로 수증기증류법(steam distillation)으로 추출되

어지며 이들의 주요성분으로는 모노테르펜으로서 cinnamaldehyde

가 약 92%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 계피 정유

의 항균작용으로는 균 세포안의 전해질의 누설현상 유도 및 대

사작용의 저하로서 확인되었으며[5], 이러한 항균작용과 더불어

옥수수바구미(Sitophilus zeamais)에 대한 살충 및 기피작용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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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6]. 살충효과는 농업해충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농업해충으로는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배추좀

나방(Plutella xylostella), 및 점박이 응애(Tetranychus urticae)

등이었다[7]. 이러한 살충효과를 보고한 논문은 특이하게도 정

유를 세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이는 수증기

증류법, 용매추출법(solvent extraction), 및 초임계추출법

(supercritical extraction) 등이었다[7]. 수증기증류법 및 헥산을

이용한 용매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정유는 각각 복숭아혹진딧

물에 대해서 5.96 및 4.64 µg/cm2의 살충효과를 나타내었다[7].

그러나, 정유는 강한 휘발성분인 모노테르펜으로 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쉽게 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이들을 농업 해충 등

을 박멸하기 위한 제형으로 여러 제형 형태를 개발하였다. 키

토산을 이용한 나노캡슐화[8] 방법 및 유제화하여 사용하는 방

법등이 고안되었다[9,10]. 또 다른 형태의 제형으로 최근에는

halloysite 나노튜브에 정유를 캡슐화한 후 이들의 방출량을 조

절한 경우가 보고되었다[11].

국내에서는 이러한 정유의 제형을 농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이 제형의 안전성(safety)를 시험해야 하며 주로 비

표적(non-target) 곤충인 꿀벌 및 민물에 서식하는 잉어 및 미꾸

라지를 활용한다[12, 1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추출방법으

로 얻은 계피정유의 각각의 두 제형(입제와 유제)에 대한 잉어

(Cyprinus carpio)를 이용한 급성독성(acute toxicity), 잉어 및

제브라피쉬(Danio rerio)를 이용한 만성독성(Chronic toxicity),

마지막으로 꿀벌(Apis mellifera)을 이용한 엽상잔류독성

(honeybee acute and residual toxicity)을 실험하여 이들 정유의

제형이 생태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시험에 사용된 계피 정유는 전북대학교 이회선교수께서 수증기

증류법, 핵산을 이용한 용매추출법, 그리고 초임계 추출법을 이

용하여 추출한 정유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상용화된 계피 정

유를 Mother and Daughters(포천, 경기도)사로부터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사용된 유화제로는 Castor oil, Tween 80, Triton X-

100, Tergitol, Nonidet 등의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음이온성 계

면활성제로서 Sodium dodecyl sulfate (SDS)와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ate 등의 2종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Sigma-

Aldrich사(St Louise,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시험생물

본 어독성 실험에 사용된 잉어(Cyprinus carpio)는 오창양어장

(오창, 충북,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경북대학교 실험실에

서 1주일 이상 순화시킨 것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잉

어의 전장은 최소 3-5 cm로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였다. 시험 실

시 24시간 전부터 잉어에 대한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사용된 물

은 염소를 제거한 상태의 물을 사용하였다.

유제 및 입제의 제조

유제의 품질관리를 위해 정유의 비중들을 측정하였고 그를 바

탕으로 유제의 비중들을 측정하였다. 정유 유제를 제형화하기

위하여 에탄올을 용제로 사용하였고 유화제와의 최종 제형 비

를 5:1:4 (정유 :유화제 :에탄올)로 설정하여 제조하였다. 비이

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비하여 피부자극이 적

고 유효성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rgitol

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13]. 계면활성제가 물과 기름에

대한 친화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HLB 값의 범위가 8에서 15

사이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였고, 선택한 계면활성제

는 미국 EPA LIST 3, 4에 농약의 보조제로서 사용이 허가되

어 있다.

Zeolite를 사용하여 유제를 흡유시켜 입제를 제조하였으며 입

제의 입자별 중량과 흡유능을 고려하여 Zeolite의 적정크기를

설정하였다. 선택한 담체는 미국 EPA LIST 3, 4에 농약의 보

조제로서 사용가능 하였고, Zeolite의 흡유능에 따라 최종 제형

비를 1:9 (유제 : Zeolite)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계피정유 원제, 유제, 입제의 잉어에 대한 급성어독성 실험

농촌진흥청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제5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잉어에 대한 급성독성실험을 실시하였다. 계피원제의

잉어급성독성 실험을 위해 수증기, 핵산, 초임계 추출법을 이용

하여 획득한 정유와 아세톤을 무게비 50:50으로 혼합하였다. 추

출법 별로 유효성분이 10 mg L−1이 되도록 처리할 경우 사용되

는 계면활성제 양을 계산하여 Tergitol을 사용하여 급성독성시

험을 실시하였다.

계피 원제의 잉어급성독성 실험결과에 따라 수증기 증류법으

로 추출된 계피정유는 유효성분이 6, 8, 10, 11, 12, 13, 15,

20 mg L−1이 되도록 처리하여 총 9개의 시험군으로 나누어 급

성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계피 원제의 잉어급성독성 실험결과

에 따라 핵산 추출된 계피정유는 유효성분이 6, 8, 10, 12, 15,

20 mg L−1이 되도록 처리하여 총 6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급

성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계피 원제의 잉어급성독성 실험결과

에 따라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된 계피정유는 유효성분이 6,

8, 10, 15, 20 mg L−1이 되도록 처리하여 총 5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계피정유 유제의 제브라피쉬 치어에 대한 급성어독성 실험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계피 유제의 제브라피시 성체에 대

한 급성독성은 제형화한 유제를 유효성분이 0.5, 1, 1.5, 2, 2.5,

5, 7.5, 10, 12.5 mg L−1이 되도록 처리하여 총 9개의 실험군으

로 나누어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실에서 계대 사육

및 순화시킨 제브라피시를 전장 3 cm의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

여 독성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24시간 전부터 먹이공급을 중

단하였으며, 염소를 제거한 수돗물 3 L를 3 L 비커에 채워 20-

28도의 온도를 유지하여 각 비커 당 10마리의 제브라피시를 처

리하여 지수식으로 실험을 96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실험도중

의 치사개체는 발견 즉시 제거하였으며, 치사량을 24시간 단위

로 측정하여 총 96시간 동안 기록하였다. 비커내의 용존산소량,

pH, 온도는 24시간 단위로 총 96시간 동안 측정하여 기록하였

다.

계피 유제의 제브라피시 배아에 대한 생육초기독성

수증기 추출한 고수 유제의 제브라피시 배아 생육초기독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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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위해 수증기 추출법을 이용한 고수 정유를 사용해 제형화

한 유제를 유효성분이 10, 50, 100, 250, 500 mg L−1가 되도록

처리하여 총 5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생육초기독성시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실에서 계대 사육 및 순화시킨 제브라피시의 배

아 중 산란된 시간이 6시간 이상 차이나지 않는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독성실험에 사용하였다. Egg water (천일염 1% 수용

액)를 패트리디시에 채워 20-28도의 온도를 유지하여 각 패트

리디시 당 30마리를 처리하여 반지수식으로 실험을 72시간 동

안 수행하였다. 72시간 동안 부화 및 생존한 치어는 72시간 경

과 후 염소를 제거한 수돗물 2 L를 3 L 비커에 채워 20-28도의

온도를 유지하여 반지수식으로 실험을 7일 동안 수행하였다. 실

험도중의 치사개체는 발견 즉시 제거하였으며, 치사량 및 부화

율을 24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치사량은 10일 그리고 부화율은

72시간 동안 기록하였다. 각 패트리디시 및 비커의 물은 24시

간마다 갈아주었으며, 하루에 2회 이상 먹이(브라인슈림프)를 급

여하였다. 페트리디시 및 비커 내의 용존산소량, pH, 온도, 경

도, 알칼리도는 24시간 단위로 총 10일 동안 측정하여 기록하

였다.

계피 수증기 증류 추출 정유 유제의 제브라피시에 대한 만성독

성 실험

수증기 추출한 계피 유제의 제브라피시 성체 만성독성 실험을

위해 수증기 증류추출법을 이용한 계피 정유를 사용해 제형화

한 유제를 유효성분이 10, 50, 100, 250, 500 mg L−1가 되도록

처리하여 총 5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였다. 구

입한 제브라피시를 실험실에서 1주일 이상 순화시킨 후, 전장

2-3 cm의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여 독성실험에 사용하였다. 염소

를 제거한 수돗물 3 L를 3 L 비커에 채워 20-28도의 온도를 유

지하여 각 비커 당 10마리의 제브라피시를 처리해 반지수식으

로 실험을 45일 동안 수행하였다. 각 비커의 물은 일주일에 3

회 갈아주었으며 하루에 2회 이상 먹이(브라인슈림프)를 급여하

였다. 페트리디시 및 비커 내의 용존산소량, pH, 온도, 경도, 알

칼리도는 물을 갈아줄 때마다 총 45일 동안 측정하여 기록하

였다.

통계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값은 통계프로그램(SPSS)의 프로빗(Prob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5% 신뢰한계에서 반수치사농도(LC50)를

구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p

>0.05)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잉어에 대한 계피정유 원제의 급성독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정유의 경우 48시간 동안의 LC50

값이 10.48 mg L−1 (ppm) 수준이었으며 96시간 동안 노출 시켰

을 때에도 같이 동일한 농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48시간

이후 96시간까지 치사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산

을 이용한 용매 추출법으로 획득한 계피정유의 경우 48시간 동

안 노출시켰을 때 LC50 값이 11.55 mg L−1으로 96시간 노출시

켰을 때의 LC50 값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계피

정유를 용매 추출법으로 얻었을 때 이들의 독성은 수증기 추출

법으로 추출한 정유보다 독성이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

임계 추출로 추출한 정유의 경우 LC50 값이 10 mg L−1 이상임

으로 독성의 강도 더 낮아졌음을 측정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

합하여 보면 각 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되는 정유 성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급성 어독성과 관련되었다.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

한 정유의 경우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가장 많이 추출된 것

으로 사료된다.

계피정유 오일의 급성독성 평가는 친환경 살충소재의 활용을

위하여 랫드를 이용하여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자극

성 및 안점막자극성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14]. 이 실험을 통

하여 저자들은 계피오일의 급성경구독성이 LD50 값이 2,000

mg/kg 이상임을 확인하였고 급성경피독성실험 결과 또한 LD50

값이 4,000 mg/kg 이상이었다. 더불어 안점막실험 결과 중도의

자극성을 나타내었지만 세척후 자극성은 사라졌다고 보고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온혈동물인 랫드에 대한 계피정유의

급성독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부자극 및 안점

막자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14]. 또한, 계피정유의 생태독성평

가 결과가 물벼룩, 송사리, 꿀벌, 지렁이 등을 이용하여 보고되

었다[15]. 이중 계피정유의 송사리에 대한 급성독성은 LC50 값

이 7.5 mg L−1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실험 결과 값과 크게 다

르지 않은 값이었으며 이는 시험 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잉어에 대한 계피정유 유제의 급성어독성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정유는 48시간 동안 잉어에

노출되었을 때 LC50 값이 8.37 mg L−1 수준이었으며 96시간에

서 8.26 mg L−1으로 나타났다. 이는 48시간 이후 96시간까지 치

사개체가 더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핵산을 이용한 용매 추출

법으로 획득한 계피정유의 경우 48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Table 1 Acute toxicity of cinnamon essential oils to carps (Cyprinus

carpio)

Technical products
48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96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Cinnamon (SD1)
10.48

(10.01-10.89)
10.48

(10.01-10.89)

Cinnamon (SE2)
11.55

(8.73-13.23)
11.55

(8.73-13.23)

Cinnamon (SFE3) -a -

aLC50 values were greater than 10 mg L−1. 1Steam distillation, 2Solvent
extraction with hexane, 3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Table 2 Acute toxicity of emulsifiable concentrates of cinnamon essential

oils to carps (Cyprinus carpio)

Emulsifiable 
concentrates

48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96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Cinnamon (SD1)
8.37

(7.69-9.25)
8.26

(7.57-9.10)

Cinnamon (SE2)
6.30

(5.45-6.76)
6.14

(4.90-6.65) 

Cinnamon (SFE3)
6.16

(5.33-6.56)
6.03

(4.57-6.47)

1Steam distillation, 2Solvent extraction with hexane, 3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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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50 값이 6.30 mg L−1이었으며 96시간 노출시켰을 때의 LC50

값은 6.14로 역시 LC50 값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계피 정유의 유제 형태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된 정유의

형태가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정유보다 더 강한 독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초임계 추출로 추출한 정유의 경우 LC50 값이

6.16 mg L−1이었으며 96시간의 LC50 값은 6.03 mg L−1으로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초임계 추출로

추출한 정유의 성분들 중에 강한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유제

형태로 존재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제를 제제화하여 사용할

때 환경 중 수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필히 실시해야 함을

입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농업해충인 배추좀나방에 대한 계피정유를 함

유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소재 중 이들의 유제에 대한 생태독성

평가를 실시하여 잉어에 대한 급성독성이 1.9 mg L−1로 나타나

어독성 II급으로 판명된 바 있다[16]. 그러나. 이 제형은 계피

정유 만으로 유효성분을 구성하지 않고 후추에서 유래된 정유

를 함유함으로써 잉어에 대한 급성어독성이 계피정유 만으로 발

생한 독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잉어에 대한 계피정유 입제의 급성어독성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 정유 만이 독성을 나타내었

고 48시간 동안 잉어에 노출되었을 때 LC50 값이 9.42 mg L−1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일한 시료를 96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때

LC50 값은 9.19 mg L−1으로 나타났다. Table 3의 결과는 수증기

추출 정유가 입제화 되었을 때 그 독성이 다른 추출법으로 추

출한 것들 보다 독성이 더 강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만성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배

아의 부화율 및 치어에 대한 계피 정유 유제의 급성 어독성을

실험하였다.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 정유 유제 형태만

을 본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유는 다른 제제 형태나 또는 다른

추출방법으로 얻은 정유 보다 더 강한 살충효과를 나타낸 바

있기 때문이다[7].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 정유 유제의 제브라피쉬 배

아에 대한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

조군의 부화율이 86.7%였으며 정유를 뺀 유제에 노출된 제브

라피쉬의 부화율은 93.6%였으며 두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발

견되지 않았다.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 정유 유제의 처

리 농도는 500 mg L−1였으며 이 때 부화율은 84.4%로써 두가

지 다른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 처리 농도 범위에서는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

피 정유 유제는 제브라피쉬 배아의 부화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

았다.

제브라피쉬에 대한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 정유 유

제의 급성독성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제브라피쉬에 대한 48

시간 및 96시간의 LC50 값은 동일하였으며 그 값은 8.62

mg L−1이었다. 이 값은 잉어에 대한 값과 유사하였다(Table 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잉어가 제브라피쉬 보다 더 계피 정유에

대하여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5일 동안 시행하였던

만성독성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치사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한 계피 정유 유제의 잉어를 이용

한 만성독성 실험 및 꿀벌에 대한 알파파 엽상잔류독성 실험을

실시하여 이들 정유에 오랜 노출 시간 노출된 시험종 어류의

반응과 살포 후 엽에 잔류하는 시험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초 록

계피정유를 유제 및 입제로 제형화한 후 이들의 생태독성을 측

정하였다. 잉어를 이용한 급성독성에 사용된 계피정유는 수증기

증류법, 핵산을 이용한 용매추출법 및 초임계 추출법을 이용하

여 얻었고 이들의 유제 및 입제의 생태독성학적 영향은 반수치

사농도(LC50)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유제 중 초임계추출법으로

얻은 정유를 함유한 제형이 잉어에 대하여 가장 높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입제 중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계피정유를 함

유한 입제가 잉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급성독성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3급 어독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경 중 사용에는

Table 3 Acute toxicity of granules of cinnamon essential oils to carps

(Cyprinus carpio)

Granules
48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96 h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Cinnamon (SD1)
9.42

(8.76-10.41)
9.19

(8.59-9.92)

Cinnamon (SE2) -a -

Cinnamon (SFE3) - -

aLC50 values were greater than 10 mg L-1. 1Steam distillation, 2Solvent
extraction with hexane, 3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Table 4 Hatching rates of emulsifiable concentrates of cinnamon

essential oils obtained using steam distillation to zebrafish embryos

(Danio rerio)

Sample Concentration (µg L−1) Hatching rates (96 h)

Control (negative) water 86.7±8.79a

Control (positive) without essential oil 93.6±3.81a

Cinnamon 10 94.7±2.48a

50 90.3±7.15a

100 88.9±6.97a

250 87.7±6.92a

500 84.4±3.86a

aSame letters in the column means n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Table 5 Acute and chronic toxicities and hatching rates of emulsifiable

concentrates of cinnamon essential oils obtained using steam distillation

to zebrafishes (Danio rerio)

toxicity
48 h/15 daya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96 h/45 dayb LC50 (mg L−1)

(95% fiducial limits)

Acute 
8.62

(7.52-9.63)
8.62

(7.52-9.63)

Chronic -c -

aDuration of experiments for acute (48 h)/chronic (15 day) toxicities
using zebrafishes
aDuration of experiments for acute (96 h)/chronic (45 day) toxicities
using zebrafishes
cLC50 values were greater than 0.5 m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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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잉어를 이용하여 얻은 급성독성 결과

와 같이 제브라피쉬를 사용하여 얻은 급성독성 결과 값들은 유

사하였다. 수증기증류법으로 얻은 계피정유를 함유한 유제에 노

출된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만성독성은 45일 동안 500 mg L−1

수준에서 독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피정유의 유제 및

입제의 급만성 어독성은 친환경제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

로 사료된다.

Keywords Acute toxicity · Chronic toxicity · Cinnamon 

essential oil · Cyprinus carpio, Danio rerio · Emulsifiable 

concentrate · Gran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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