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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소스
잣300g과육수 2큰술을믹서에곱게갈은것에식초1큰술, 설탕 1큰술, 레몬 2개, 소금 5g을한

꺼번에섞어버무린다. 양상추, 오이, 배추, 피망, 치커리등의채소를한입에들어갈정도로먹기좋

게뜯거나잘라서잣소스로버무려먹으면식감이놀랄정도로살아난다. 채소의싱싱함과함께담

백하고고소한맛이조화를이루기때문이다. 

산지여행
■우목봉골짜기
잣나무는가평군자연경관의일등공신으로상록의상징이자절개의표상이기도하여 1972년가평

군의군목으로지정되었다. 이곳에서전국잣생산량의 40% 이상을생산하는데매년 10월이되면

산중턱에있는잣막에서주민들이밤을새워가며잣송이에서잣을털어낸다. 예전에는나무에서쏟

아지는금싸라기라고할정도로잣따기가큰돈벌이 으나요즘은잣송이를따낼인력이부족한데

다청설모(청서)가크게늘어나미처여물지않은잣을먹어버리는바람에수확량이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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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장암을막아내는데효과적인생선기름의양
기름의비율 대장암발생률

생선기름 0% + 옥수수기름24% 93%

생선기름 6% + 옥수수기름18% 67%

생선기름12% + 옥수수기름12% 63%

생선기름18% + 옥수수기름 6% 63%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생선기름과 옥수수기름의 비율을 달리하여 수차례 주어 보았
다. 그결과옥수수기름만사료에섞어서준그룹은거의예외없이암이생겨났지만지방의
혼합비율을생선기름 1대 옥수수기름 3으로맞춰준그룹은암억제효과가나타났다. 그런
데그이상으로생선기름의혼합비율을높여도큰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이 실험을통해
생선기름이지방섭취량의 25%를유지할때대장암발생을막아낼수있다는사실을알수
있었다.

제철에잡아잘구운생선이맛도 양도좋다
암 억제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2~3마리

의생선을먹는것이가장효과적이지만적
어도하루 1마리는먹도록해야한다. 특히
제철에 잡힌 꽁치는 소금구이로 해서 먹으
면 무척 맛있다. 그런데 너무 바짝 구워 타
게 되면 아까운 DHA와 EPA가 기름과 함
께다빠져나가고말기때문에주의해야한

다. 또한 고단백이면서 고지방인 생선은 직접 불에 구우면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성되므로
되도록조림이나회와같은음식으로섭취하는것이좋다.

■집에서만들어먹는재미
꽁치야채무침(1인분: 열량176Kcal, 염분1.0g)

재료(2인분)-꽁치(손질된것3장) 80g, 소금약간, 식초적당량, 오이50g, 땅두릅20g, 식초1작은술, A(소금약간,

설탕2/3작은술, 식초1작은술), 달걀1개, B(설탕2/3작은술, 소금약간)

1. 꽁치는소금을뿌리고30분정도재워두었다가잔가시를발라내고식초에담갔다가껍질을벗

겨비스듬히잘게썬다.

2. 땅두릅은껍질을벗기고얇게채를썰어물에담가떫은맛을우려낸다. 오이는채를썰어소금

을약간뿌려섞는다.

3. ②의물기를짜내고A로밑간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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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수
돗물, 리놀레산(Linoleic acid),
EPA, DHA를 투여한 결과 리놀
레산(Linoleic acid) 그 자체에는
발암성이 없었지만 암이 되기 전
상태의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기
능이있었고DHA는반대로세포
가 암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는다
는것을알수있었다.

대장암뿐만아니라유방암, 전립선암에도억제효과탁월
생선의지방은고도불포화지방산인DHA와EPA라는특이한지방산으로구성되어있다.

나리사와씨는DHA와EPA가오메가3 계열의지방산이며, 식물성기름중에서도차조기유
가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계열의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이라는지방산을주
성분으로한다는점에주목했다.
이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은우리몸안에서EPA, DHA로변환된다. 그래서마

찬가지방법으로대장암을유발시킨쥐에게차조기유배합사료를주는실험을실시하 다.
그러자홍화유배합사료를준쥐에서는 56%가암이발생한반면차조기유를준쥐의암발
생률은 19%로 현저히낮은결과가나왔다. 이 실험의결과로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에대
장암을억제하는효과가있음을알게되었다. 다른암에대해서도똑같은실험을실시한결
과오메가3 계열의지방산은유방암, 전립선암을억제하는효과를나타낸것으로밝혀졌다.

꽁치에함유된오메가3 계열의지방산이암의발생을억제하는것은암에걸리기직전인
전암상태의세포가암세포로되는것을막기때문이다. 리놀레산(Linoleic acid)에서변환한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이 재료가되어발암을촉진하는프로스타그란딘 E₂가생산
되는데오메가3 계열지방산이있으면이프로스타그란딘E₂가감소한다는말이다. 또한미
국의레디박사는생선의지방을어느정도섭취하는것이유효한지를알아보는실험을통
해표1과같은결과를얻었다.
꽁치나정어리, 고등어에는DHA와EPA를함유한지방이8%에서많게는15%까지함유

되어 있다. 생선은 제철에 잡은 것이 DHA와 EPA의 함유량이 많다. 특히 꽁치의 경우는
9월중순부터DHA와EPA의양이급증한다.

<그림1> 실험용쥐의대장암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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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Lifestyle-related Diseases)이란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행
해지는모든식습관, 운동습관, 휴식, 흡연, 음주등의생활습관이그발증(發症) 진행에관
여하는 질환군으로 그 종류에는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고뇨산혈
증, 암등이있다.

생활습관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하
는데 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
활습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독립된 한 가
지 습관이 아니라 개개의 원인들을 동시
에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게되는것이다.
생활습관병 중에서도 당뇨병은 대표선

수 격으로 방치할 경우 당뇨병성 망막증,
괴저증, 신장병, 신경마비등의합병증으로발전하며새로운국민병(國民病)이라는호칭으로
까지불린다.

당뇨병(Diabetes mellitus)이란어떤질환일까
당뇨병이란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혈당치)가 높아져서 자각증상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전신에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국제 당뇨병 재단에 의
하면당뇨병은인슐린

주1)
이충분히생산되지못하거나생산되더라도활용하지못해서당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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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짝들어갈달걀지짐(스크램블)을만든다. 우선달걀을풀어 B의설탕, 소금을넣고냄비에

담아약한불에올려놓는다. 젓가락3~4개로휘저으면서가열하고반숙상태가되면식초(1작

은술)를넣는다. 이따금씩젖은수건위에냄비를옮겨놓으면서가열한후식힌다.

5. ③의물기를꼭짜서①과섞고④로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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