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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microwave-dried black soldier fly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as a dietary protein source for broiler diets. A total of 250 male broilers 
were randomly allocated to five dietary treatment groups (10 replicates and 5 birds·pen-1) 
which were respectively fed the following: a control diet (HI0) and four experimental diets in 
which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2 (HI2), 4, 6, and 8% HILM. At the end of the study 
(35 d),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0 randomly selected broilers (1 bird per pen) 
to determine serum parameters. Then, the broilers were slaughtered to determine volatile 
fatty acid (VFA) profiles in cecal digesta. The average daily gain and average daily feed intake 
linearly decreased (p < 0.01), and the feed conversion ratio linearly increased (p < 0.05) 
according to the inclusion level of HILM;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I0 and HI2 groups. Dietary HILM increased (p < 0.01) the total VFAs in cecal 
digesta and decreased (p < 0.05) the triglyceride level in the blood. The broilers fed HILM had 
lower (p < 0.01) serum phosphorus levels; dietary HILM increased (p < 0.05) the serum calcium 
level. The total VFAs in cecal digesta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dietary microwave-
dried HILM. However, a low inclusion level (2%) of HILM in broiler diets is proper in terms of 
growth performance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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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증가하는 인구 수는 식량 공급 및 유기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Wise, 2013). 
그리고 가축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대두박의 가격 증가로 인해 지속 가능한 대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이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다(Bovera et al., 2015). 특히, 동애등에 유충(Hermetia 
illucens larvae, HIL)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체내에 단백질과 지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유기 폐기물 처리 및 양질의 
가축 사료원으로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rendra et al., 2016; Spranghers et al., 2017).
동애등에 유충박(HIL meal)은 대두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조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유충의 껍데기에 존재하는 키틴(chitin) 성분은 소화가 되지 않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Longvah et al., 2011; Borrelli et al., 2017). 이러한 키틴의 역할로 인해 육계에게 급여 시 단백질의 소화율을 감
소시켜 성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Bovera et al., 2018; Dabbou et al., 2018). 하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프
리바이오틱스(prebiotics) 역할을 하여 맹장 내 단쇄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을 증가시키고 미생물 균총을 바꾸
게 된다(Borrelli et al., 2017).
동애등에 유충박의 영양소 함량은 유충이 섭취하는 물질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건조 방식에 의해서도 영
양소의 물리적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Huang et al., 2019). 마이크로웨이브 건조(microwave drying) 방법은 일반적인 
건조(conventional drying) 방법(60℃ in a drying oven)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들고 에너지 이용 효율 측면에서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어 제품의 대량생산에 유리하다(Khodifad and Dhamsaniya, 2020).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은 
단백질 입자의 중합 반응(polymerization reaction)으로 인해 입자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소화효소와의 접촉 면적을 
감소시켜 소화율을 저하한다(Yamamoto et al., 2016; Huang et al., 2019).
이전 연구에 따르면, 동애등에 유충박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성장률 측면에서 낮은 함량(10% 이하)
을 급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되었다(Dabbou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건조(microwave-dried) 및 압착하여 탈지한(press-defatted) 동애등에 유충박을 육계 사료 내 0, 2, 4, 6, 8% 급여하여 성
장률 지표, 맹장 내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및 혈액 생화학 분석을 통해 육계의 성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여 적정 급여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실험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사육시설에서 진행하였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운영 규정을 
준수하였다(No. NIAS-2020-498).

공시 동물, 사료 및 실험 설계

시험 동물은 1일령 육계(Ross 308) 250수를 공시하였으며 공시 체중(initial body weight)을 고려하여 펜(pen)당 5수
씩 처리구당 10반복으로 배치하였다. 시험 기간은 총 5주이며 초이, 전기, 후기 세 구간으로 나누어 영양소 함량을 
달리하여 시험 사료를 배합하였다. 시험 사료는 옥수수(corn)와 대두박(soybean meal) 위주의 배합사료를 급여하였
으며 동애등에 유충박을 0 (HI0), 2 (HI2), 4 (HI4), 6 (HI6), 8% (HI8) 급여하였다.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 비율이 증가
함에 따라 다른 원료 사료(옥수수, 대두박, 대두유 등)의 비율을 달리하여 한국가금사양표준(NIAS, 2017) 영양소 
요구량 이상으로 배합하였으며 물과 함께 자유채식하도록 급여하였다. 시험 사료의 원료 및 화학적 조성은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동애등에 유충박과 대두박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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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broiler diets containing different level of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Items
Starter Grower Finisher

HI0 HI2 HI4 HI6 HI8 HI0 HI2 HI4 HI6 HI8 HI0 HI2 HI4 HI6 HI8
Ingredients (%)

Corn 52.02 53.63 55.24 56.85 58.47 57.90 59.53 61.16 62.75 64.37 61.35 63.00 64.61 66.22 67.83
Soybean meal, 45% 35.33 32.35 29.37 26.40 23.43 30.35 27.37 24.38 21.43 18.45 28.53 25.53 22.55 19.57 16.59
HILM 0.00 2.00 4.00 6.00 8.00 0.00 2.00 4.00 6.00 8.00 0.00 2.00 4.00 6.00 8.00
Corn gluten meal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00 3.00 3.00 3.00 3.00
Soybean oil 5.00 4.60 4.20 3.80 3.40 4.30 3.90 3.50 3.10 2.70 4.00 3.60 3.20 2.80 2.40
Dicalcium phosphate 1.71 1.68 1.65 1.62 1.53 1.46 1.43 1.40 1.37 1.36 1.24 1.21 1.18 1.15 1.12
Limestone 0.74 0.54 0.35 0.15 0.00 0.84 0.62 0.42 0.22 0.00 0.90 0.68 0.48 0.29 0.10
L-lysine, 78% 0.30 0.30 0.30 0.30 0.30 0.25 0.25 0.25 0.25 0.25 0.14 0.15 0.15 0.15 0.15
DL-methionine 0.15 0.15 0.14 0.13 0.12 0.15 0.15 0.14 0.13 0.12 0.09 0.08 0.08 0.07 0.06
Salt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Vitamin-mineral premixz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Calculated composition
ME (kcal·kg-1) 3,109 3,109 3,109 3,110 3,110 3,135 3,136 3,136 3,136 3,137 3,147 3,148 3,148 3,148 3,148
Lysine (%) 1.42 1.42 1.42 1.42 1.42 1.25 1.25 1.25 1.25 1.25 1.10 1.10 1.10 1.10 1.10
Methionine (%) 0.52 0.52 0.52 0.52 0.52 0.50 0.50 0.50 0.50 0.50 0.42 0.42 0.42 0.42 0.42
Calcium (%) 0.96 0.96 0.96 0.96 0.96 0.90 0.90 0.90 0.90 0.90 0.85 0.85 0.85 0.85 0.85
Total phosphorus (%) 0.77 0.77 0.77 0.77 0.76 0.70 0.70 0.70 0.70 0.71 0.64 0.64 0.64 0.64 0.64

Analyzed composition (%)
Crude protein 23.68 23.46 23.37 23.57 23.55 22.07 21.81 21.56 21.84 21.89 19.75 19.52 19.88 19.82 19.41
Crude fat 6.77 6.92 6.62 6.79 6.19 8.06 7.42 7.30 7.64 7.60 6.74 6.64 6.35 6.01 6.46

HI0, HI2, HI4, HI6, and HI8: HI groups in which the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0, 2, 4, 6, and 8% of the HILM, respectively.
ME, metabolizable energy.
z Supplied per kilogram of diet: Vitamin A 1,600,000 IU; vitamin D3 300,000 IU; vitamin E 800 IU; vitamin K3 132 mg; vitamin B1 97 mg; vitamin B2 500 
mg; vitamin B6 200 mg; vitamin B12 1.2 mg; nicotinic acid 2,000 mg; pantothenic acid 800 mg; folic acid 60 mg; choline chloride 35,000 mg; Mn 12,000 mg; 
Zn 9,000 mg; Fe 4,000 mg; Cu 500 mg; I 250 mg; Co 100 mg; Se 50 mg.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and soybean meal.
Items HILM Soybean meal
Chemical composition (%)

Dry matter 98.53 87.95
Crude protein 61.24 45.76
Ether extract 6.16 2.23
NDF 20.34 10.14
ADF 11.24 9.50
ADF-linked protein 5.54 3.46
Ash 14.98 5.52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동애등에 유충박을 가공하기 위해 세척 후 탈수한 동애등에 유충을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를 이용해 건조한 후
(70 - 80℃ for 30 min), 냉압착 착유기(NF-80; Karaerler, Aankara, Turkey)를 사용해 탈지하였다(45 - 48℃). 탈지된 유
충박은 다른 사료 원료와 섞일 수 있도록 분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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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성적, 샘플링 및 도계

육계의 일당증체량(average daily gain)과 일당사료섭취량(average daily feed intake)을 조사하여 사료요구율(feed 
conversion ratio)을 계산하였으며, 실험 마지막 날(35 days) pen 당 1수씩(10 broilers per treatment) 임의로 선발하여 익
하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혈청 튜브에 옮긴 후 경정맥을 절단하여 도계하였다. 이 후, 맹장을 적출하여 내용물을 
채취하고 액체질소 통에 옮겼다. 또한, 혈청 튜브를 15분간 원심분리(1,800 × g) 후 상층액을 다른 튜브에 옮겨 맹
장액 샘플과 함께 분석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

휘발성 지방산 분석

대략 1 g의 맹장액 샘플을 증류수 1 mL과 희석하여 10분 동안 원심분리(5,000 × g) 하였다. 상층액을 다른 튜브
에 옮기고 metaphosphoric acid를 200 μL 넣어 다시 10분간 원심분리(5,000 × g) 하였다. 이 후, 상층액을 capillary 
column (15 m × 0.53 mm × 0.5 µm; Supelco Inc., Bellefonte, PA, USA)을 사용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6890N 
Agilent Technologies, Waldbronn, Germany)로 휘발성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혈액 생화학 분석

혈청 샘플 내 글루코오스(glucose), 총 단백(total protein), 알부민(albumin), 글로불린(globulin), 알부민/글로불린, 
콜레스테롤(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트리
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 인(phosphorus), 칼슘(calci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gamma-glutamyl transferase (GGT), alkaline phosphatase (ALP),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creatinine), 크레아틴 인산화효소(creatine phosphokinase)를 혈액 생화학 분석기(Catalyst 
Dx; IDEXX Labs Inc., Westbrook,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AS프로그램(SAS, 2009)을 사용하여 GLM procedures를 통해 실시하였고 각 처리구 평균 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Tukey’s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orthogonal polynomial contrasts 방법을 사용하여 각 처리구 평
균값의 선형 효과(linear effect)와 2차효과(quadratic effect)를 분석하였다. 성장 지표를 분석하기위해 실험 단위
(experimental unit)로 각 pen (n = 10 per treatment)을 이용하였고 휘발성 지방산과 혈액 생화학을 분석하기위해 하나
의 개체(broiler, n = 10 per treatment)를 실험 단위로 이용하였다. 결과 값은 평균과 standard error of the means (SEM)
로 표기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95% 유의수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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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the dietary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inclusion level on the growth performance in broilers.

Items
Dietary treatmentz

SEM
p-value

HI0 HI2 HI4 HI6 HI8 Diet
Contrast analysis

Linear Quadratic
IBW (g, d 1) 39.32 39.44 39.30 39.40 39.34 0.21 0.9892 0.9471 0.6187
FBW (g, d 35) 1,706.14a 1,611.52a 1,505.08b 1,498.30b 1,397.49c 24.50 < 0.0001 < 0.0001 0.8447
ADFI (g) 64.85a 61.83a 59.02b 59.98b 55.69c 0.83 < 0.0001 < 0.0001 0.8474
ADG (g) 47.62a 44.92ab 41.88b 41.68b 38.80c 0.70 < 0.0001 < 0.0001 0.9224
FCR (g·g-1) 1.36c 1.38bc 1.41abc 1.44a 1.44ab 0.02 0.0016 0.0298 0.6069
IBW, initial body weight; FBW, final body weight; ADFI, average daily feed intake; ADG, average daily gain; FCR, feed conversion ratio;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z HI0, HI2, HI4, HI6, and HI8: HI groups in which the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0, 2, 4, 6, and 8% of the HILM, respectively.
a - 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1). 

Table 4. Volatile fatty acids (VFAs) levels in the cecal contents of broilers fed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Items
Dietary treatmentz

SEM
p-value

HI0 HI2 HI4 HI6 HI8 Diet
Contrast analysis

Linear Quadratic
Absolute value (mmol·g-1)
 Acetate 47.25c 70.91bc 94.65ab 119.53a   91.87ab 8.26 < 0.0001 < 0.0001 0.0031
 Propionate   3.58   6.50   6.97     4.59     2.50 1.22 0.0748 0.3007 0.0093
 Butyrate   6.22b   9.00b 11.86ab   16.02a     7.93b 1.39 0.0004 0.0255 0.0006
 Valerate   1.79   1.84   2.21     2.10     1.82 0.13 0.1472 0.5429 0.0562
 Total VFAs 57.95c 88.25bc 115.69ab 142.24a 103.81ab 9.97 < 0.0001 < 0.0001 0.0010

IBW, initial body weight; FBW, final body weight; ADFI, average daily feed intake; ADG, average daily gain; FCR, feed conversion ratio;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z HI0, HI2, HI4, HI6, and HI8: HI groups in which the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0, 2, 4, 6, and 8% of the HILM, respectively.
a - 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1).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 동애등에 유충박의 급여 비율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able 3). 실험 마지
막 날(35 days)에 생체중(final live weight)을 측정한 결과 급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p < 0.01) 감소하였
으며, 이에 따라 일당증체량 또한 감소하였다(p < 0.01). 사료요구율을 처리구간 비교한 결과 급여 비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지만(p < 0.05), 4%까지 급여 시 통계적으로 사료요구율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HI0과 HI4 처리구
의 일당증체량을 비교한 결과 HI4 처리구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함량(2%)의 급여가 4% 급여보다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동애등에 유충박을 10%까지 급여하였을 때 도체중의 차이가 없었고 대두박
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iavone et al., 20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애등에 유충박은 마이
크로웨이브로 유충을 건조 후 압착 방식으로 가공한 원료이다. 서로 다른 동애등에 유충박의 가공 및 건조 방식 차
이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성장성 측면에서 대체 가능한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Huang 
et al., 2019). 또한, 유충의 외골격에 존재하는 키틴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가 되지 않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Borrelli et al., 2017; Marono et al., 2017). 이러한 키틴의 특성과 건조 방식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
화율이 저하되었을 것이며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 수준의 증가에 따라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시 맹장 내 총 휘발성지방산 함량이 유의적으로(p < 0.01) 증가
하였으며(Table 4) 이러한 결과는 소화가 되지 않는 키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utrignelli et al., 2018). 유충
박 급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 휘발성지방산 함량이 증가하였으며(p < 0.01) 이는 동애등에 유충박이 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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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dietary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inclusion level on the serum glucose, proteins, and lipids in broilers.

Items
Dietary treatmentz

SEM
p-value

HI0 HI2 HI4 HI6 HI8 Diet
Contrast analysis

Linear Quadratic
Glucose (mg·dL-1) 251.57 243.43 216.86 265.00 270.11 21.97 0.551 0.438 0.268
Proteins (g·dL-1)

Total proteins 2.59 2.66 3.27 2.81 3.79 0.48 0.429 0.129 0.712
Albumin 1.30 1.30 1.63 1.39 1.90 0.24 0.401 0.128 0.649
Globulin 1.89 0.96 2.67 2.65 4.21 0.97 0.501 0.115 0.575
A/G 1.47 1.24 1.29 1.68 2.13 0.32 0.338 0.114 0.195

Lipids (mg·dL-1)
Cholesterol 120.43 135.57 121.43 153.75 173.00 18.18 0.268 0.054 0.467
HDL-C 92.57 104.43 84.86 103.50 106.67 13.80 0.823 0.565 0.714
LDL-C 29.00 25.57 24.14 37.25 34.89 4.82 0.328 0.162 0.403
TG 18.14 15.00 19.43 22.00 54.11 10.39 0.084 0.032 0.116

A/G, albumin to globulin ratio;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z HI0, HI2, HI4, HI6, and HI8: HI groups in which the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0, 2, 4, 6, and 8% of the HILM, respectively.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에 따른 육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혈액 생화학 분석을 하였다(Table 5). 혈
청 내 글루코오스, 단백질 및 지방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triglyceride 수치가 급여 비율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p < 0.05). 이전 연구에 의하면 산란계에게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 시 혈중 콜레스테롤과 triglyceride 
수치를 감소 시켰으며 이는 키틴에 의한 효과라고 설명하였다(Marono et al., 2017; Bovera et al., 2018).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triglyceride 수치는 급여 비율에 따라 증가하였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동애등에 유충박과 대두박의 지방산 조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대두박은 불포화지방산(unsaturated fatty acid) 
함량이 높은 반면에 동애등에 유충박의 경우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 함량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이 낮은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화지방산 중에서 lauric acid (C12 : 0)와 같은 중쇄지방산(medium-chain fatty acid) 함량이 높다
(Schiavone et al., 2019; Kim et al., 2020a; Kim et al., 2020b). 중쇄지방산은 장쇄지방산(long-chain fatty acid)에 비해 사
슬이 짧아 간문맥(portal vein)을 통한 흡수가 빠르며 혈중 LDL-C 수치를 낮추고 triglyceride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
할을 한다(Baltić et al., 2017; Hanczakowska, 2017). 따라서, 대두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애등에 유충박의 중
쇄지방산 함량 때문에 혈중 triglyceride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함량은 유충박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동애등에 유충유와 비슷한 지방산 조성(높은 중쇄지방산 함량)을 가지고 있는 코코넛 오
일(coconut oil)을 육계에게 급여시 혈액 내 total cholesterol과 HDL-C수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Kim et al., 
2020c). 하지만, 동애등에 유충유 급여 시 total cholesterol 및 HDL-C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는 서로 다른 지
질 대사에 의한 차이와 코코넛 오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linolenic acid 함량에 의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hypocholesterolemic effect)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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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dietary Hermetia illucens larvae meal (HILM) inclusion level on the electrolytes, liver, renal, and muscle function 
in broilers.

Items
Dietary treatmentz

SEM
p-value

HI0 HI2 HI4 HI6 HI8 Diet
Contrast analysis

Linear Quadratic
Electrolytes

Phosphorus (U·L-1) 7.49a 5.76ab 5.39ab 6.36ab 4.26b 0.60 0.014 0.006 0.799
Calcium (mg·dL-1) 10.29 10.14 8.67 11.90 14.09 1.26 0.069 0.036 0.078

Liver function
AST (U·L-1) 298.29 217.43 241.71 243.00 346.22 41.12 0.239 0.391 0.048
ALT (U·L-1) 0.86 1.29 1.14 2.88 1.67 0.73 0.424 0.205 0.642
GGT (U·L-1) 17.14 13.86 12.71 16.00 22.38 2.49 0.096 0.132 0.021
ALP (U·L-1) 1,814.57 1,503.43 1,641.00 2,055.13 1,855.89 409.87 0.925 0.652 0.767
Total bilirubin (mg·dL-1) 0.21 0.07 0.09 0.08 0.10 0.04 0.142 0.109 0.079

Renal and muscle function
BUN (mg·dL-1) 0.51 0.53 0.77 0.66 0.63 0.15 0.827 0.479 0.487
Creatinine (mg·dL-1) 0.36 0.35 0.30 0.39 0.44 0.04 0.308 0.172 0.158
CPK (U·L-1) 5,423.57 3,513.49 3,371.47 3,815.51 4,066.09 805.72 0.529 0.385 0.146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amma-glutamyl 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BUN, blood urea nitrogen; 
CPK, creatine phosphokinase;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z HI0, HI2, HI4, HI6, and HI8: HI groups in which the soybean meal was replaced with 0, 2, 4, 6, and 8% of the HILM, respectively.
a, 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실험 전체 기간 동안 실험 동물들의 건강상태는 외관적으로 이상이 없었으며 간, 신장 및 근육 기능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Table 6). 간기능 지표인 AST, ALT, GGT, ALP, 총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한 결과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으며 신장과 근육 기능 지표인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및 크레아틴 인산화효소 수치도 처리구간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급여 비율의 증가에 따라 혈중 인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칼슘 수치는 역으
로 증가하였다(p < 0.05). 이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애등에 유충박을 급여한 육계의 혈중 인은 증가하였으며 이
는 동애등에 유충 내 존재하는 인이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었다(Dabbou et al., 2018). 하지만, 본 연
구 결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 이유는 동애등에 유충박 내 키틴의 구조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키틴
의 디아세틸화(deacetylation)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키토산(chitosan)은 아민기(-NH2)를 가지고 있어 인과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ap et al., 2020). 이전 연구에 의하면, 키토산을 rats에게 급여 시 혈중 인이 감소하였으며(Baxt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 혈중 인이 감소한 이유는 키틴과 키토산의 비슷한 구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혈
중 칼슘 농도가 높을 경우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혈중 인 수치를 감소
시키게 된다(Sun et al., 2020). 따라서, 혈중 칼슘과 인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며 본 연구에서 칼슘과 인의 상반되는 
결과는 혈중 인 수치의 감소에 따른 호르몬에 의한 조절때문으로 판단된다(Sun et al., 2020).

Conclusion
육계 사료 내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 비율(0, 2, 4, 6, 8%)에 따른 생산성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급
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맹장 내용물의 휘발성지방산 수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혈액 생화학 분석을 통해 동애등에 유충박 급여가 육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성 측면에서 낮은 함량(4% 이하)을 급여하였을 때 사료요구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일당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2%이하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동애등에 유충
박의 체내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충박 건조 및 가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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