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모방공학과 지적설계증거21)

- 폭탄먼지벌레와 전기뱀장어 -

우리는 생명체들 속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그것이 수학적

으로 완벽한 설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명체의 놀라운 기능과 모습

들을 현대과학이 모방하여(생체모방공학)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헤

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한 수학적 설계의 증거들에 관하여 몇 가지 나누어 보

고자 한다.

2) 공격방어전문, 폭탄먼지 벌레와 전기뱀장어 

 폭탄먼지 벌레(Bombardier Beetle)는 크기가 약 3.5cm로 작은 곤충이지

만, 아주 놀라운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엉덩이

부근에서 뜨거운 액체를 발사하여 자신보다도 훨씬 몸이 큰 곤충이나 개구리, 

쥐 등과 같은 동물 등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 할 수가 있다.2) 폭탄먼지 벌레는 

이름에서 보듯이 엉덩이 부근의 근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회전시켜 1초

에 약 500번의 폭탄(화학작용에 의한 반응)을 적에게 퍼부을 수 있다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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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mbardier beetle: a biological pulse jet. Science, 248(4960), 1219-1221.



  

이 폭탄먼지 벌레의 뱃속에는 두 개의 중요한 분비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분비선에서 하이드로 퀴논과 과산화수소라고 불리는 각각의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평상시에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인 저장낭에 모아져 있다가, 적들을 만

나게 되면 가느다란 관을 통해 연소방이라고 불리는 기관으로 내려간다. 이곳 

연소방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효소인 카탈라아제와 페록시다아제가 분비되는

데, 이 효소가 작동하여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 퀴논이 만나 독성물질인 퀴논

(quinone)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반응의 결과로 뜨거운 열과 압력이 

발생하게 되며 몸 밖으로 독성가스가 엉덩이 끝부분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배출 당시의 온도를 열 감지카메라로 측정해보면 약 107℃의 고온으로 사람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세포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동물인 전기뱀장어

는 세포에서 ATP(Adenosine Tri-Phosphate)를 이용하여 양전기를 띤 칼륨(K+)과 

나트륨(Na+) 이온을 펌프질로 세포 밖으로 빼내어 세포 안의 음전기의 이온 수

가 늘어나게 만들어 특정 회로를 통해 전자들이 한꺼번에 세포 밖으로 빠져 나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500V 이상으로 먹잇감을 기절시키거나 자신

을 잡아먹으려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하지만 다른 생물

을 감전시킬 때 자신은 감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뱀장어의 몸의 구조가 병렬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병렬회로의 구조에서는 각각에 흐르는 전

류가 전체 전류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느끼는 전류는 1/140으로 

크지 않다. 포도당은 이러한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는 ADP(adenosine diphosphate)라고 하는 물질에서 인산기(phosphate)를 

첨가하여 잠재적 에너지원인 ATP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은 호흡하고 움직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음식섭취를 통해 포도



당은 다시금 얻어진다.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한 예일대와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연구진은 이러한 전기뱀장어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인공장기나 인체내 이식장

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세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체 내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어 생산하는 에너지인 ATP를 이식장치 용 발전기로 전

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세포 한 개는 약 150mV의 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런 세포들을 연결하여 절연재 사이에 끼워 넣게 되면 약 4㎜ 크기의 입방체로 

3V의 전력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전기뱀장어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지금의 전

지들보다 더 효율이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바로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자연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됨을 보여준다. 또한 물질이 에너지로, 열에너

지와 빛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증거 해 주고 있

으며 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