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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ent levels of taurine, DHA, and EPA of dried cuttlefish powder were 11.67±6.62 g/kg, 3001.11±11.42
mg/100 g and 688.13±10.51 mg/100 g, respectively, which were 10～20% higher than those of the salt processed
cuttlefish. After feeding dried and salt processed cuttlefish for 4 weeks, total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 mice
blood were 81.3 mg/dL and 88.1 mg/dL, respectively, which was higher than 78.9 mg/dL of the control. It was
also found that dried cuttlefish increased HDL-cholesterol concentrations to 71.6 mg/dL, compared to 63.1 mg/dL
of salt processed cuttlefish. The triglyceride contents of dried sample was higher than that of processed sample.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in mice fed dried or salt processed cuttlefish were 77.7 mg/dL and 90.3 mg/dL,
respectively. IgG levels increased to 48.1 ng/mL by feeding the processed cuttlefish, compared to 40.3 ng/mL
of the dried cuttlefish. Therefore, by analysis of serum lipid, it can be suggested that processed cuttlefish can
improve immune activities through adding taurine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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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서구화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로 고

지혈증에 기인하는 순환기계 질환의 사망률 증가를 유발하

고 있으며(1) 더불어 만성퇴행성 질환 발병률의 급격한 증가

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의 과다섭취로 인한 동

맥경화(atherosclerosis),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고혈압(hypertension) 등과 같은 혈관순환계 질환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2). 고단백 고지방류 식품의 섭취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일상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의 총량 및 질과 관계가 있으며, 만성적 질병

의 발병, 또는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콜레스테롤은 인간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 성분이기는 하나,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생각되어진다. 오징

어나 새우는 영양성분이 높은 건강식품임에도 콜레스테롤

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맥경화의 예방차원에서

섭취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오징어, 문어 등 연

체동물 및 새우, 게 등 갑각류나 조개류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7).

오징어(Todarodes pacificus)는 오래전부터 식용되어온

식품으로 함유성분인 타우린, 베타인, EPA, DHA 등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고(8), 혈압정상화, 심장병예방,

인슐린분비 촉진 작용을 하며, 먹물 중에는 항암성분이 있다

고 밝혀진 바 있다(9,10).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오징어의 어획량은 2006년

138,000 톤으로 2005년 45,000 톤보다 3배 정도 늘어났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11). 오징어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며 HDL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총체적 오징어 식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가

공오징어의 섭취가 혈중 성분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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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혈중 과콜레스테롤이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생기는 염증 반응과 관계가 있으며

(12), 혈중 glucose 함량 증가가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당뇨를

유발할 수 있음(13)을 바탕으로 오징어를 섭취한 실험쥐의

혈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triglyceride, EPA, DHA와 같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14)

를 도입해 오징어의 대표적 가공물로서 유통되고 있는 반건

조 및 가공 조미 오징어 섭취에 따른 마우스 혈중 지질 pro-

files의 변화를 측정하고 혈액 내 IgG 항체생성능 실험을 통

해 면역력 증진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오징어의 건강식품

소재로의 활용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이용하고자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오징어는 동해산 건조오징어로 2008년

강원도 강릉 소재 주문진항에서 구입하여 25oC에 보관하면

서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건조오징어는 증류수로 깨끗이

세척하여 햇빛에서 24시간 말린 것을 사용하였고, 가공오징

어는 건조오징어에 7%(v/v) D-소르비톨, 2%(v/v) 설탕,

2%(v/v) 식염, 0.4%(v/v) 포도당, 0.2%(v/v) 글루타민산을

첨가하여 수분이 40% 이하로 될 때까지 30∼35
o
C에서 8∼

13시간 건조하여 조제한 것을 사용하였다.

DHA, EPA 및 타우린 분석

추출된 시료 0.2 g에 6 mL의 0.5 N NaOH in methanol을

가하여 100oC에서 중탕한 다음 7 mL의 10% BF3 in meth-

anol을 가하였다. 5분 후 6 mL의 hexane을 가하여 2분간

방치 후 이 액을 분액여두에 옮긴 후 포화 NaCl용액 2 mL을

가하여 30초간 흔든 다음 방치하였으며, 위층을 별도로 분리

하여 놓아두었다. 아래층은 hexane으로 다시 추출해 낸 다

음 위층과 합하여 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물을 제거하며

anhydrous sodium sulfate로 아주 소량 남아 있을 물을 확실

히 제거한 후 1 μL를 GC(Hewlett Packard 5890 Ⅱ, Califor-

nia, USA)에 주입하여 분석하였으며, column은 HP-Innowax

(Fused Crosslinked Polyethylene Glycol Capillary Column,

30 m×0.32 mm I.d., 0.15 μm film thickness, Hewlett

Packard)를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FID였으며 오븐온도는

150oC(10 min hold increase 3oC/min), 201oC(12 min hold

increase 3oC/min) 및 210o(15 min hold)이며 주입구, 검출기

의 온도는 각각 250
o
C 및 300

o
C이었다. 추출물의 지방산 조

성은 GC로 분석하였다(15).

균질화된 시료 상층액 500 μL을 1.5 mL microeppendorf

tube에 취하고 20% sulfosalicylic acid 용액 125 μL를 가하

여 섞은 후 4oC에서 60분간 방치하였다. 14,0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을 제거시키고, 상층액을 취하여

깨끗한 tube에 옮긴 후 0.2 μm filter(PVDF Aerodisc 13,

Gelman Science, Goe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여과하

였다. 타우린 농도 분석은 ion-exchange chromatography에

입각한 아미노산 자동분석기(Biochem 20, Pharmacia LKB

Biotech, Cambridge,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6).

실험쥐 및 식이군 배정

오징어의 in vivo 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은 25～30 g의 실

험쥐(ICR mice, female, Orientbio, Seongnam, Korea)를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대략 생후 10주째가 되는 외견상 건강한

실험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동물실 내의 명암

을 12시간으로 자동 조절하였으며 온도는 22±3oC, 습도는

50±14%로 유지하였고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성숙한 실험쥐의 평균 체중 25 g을 기준으로 하여 사료의

일주일 평균 섭취량인 5 g과 그의 1/10의 양의 건조오징어

및 가공오징어와 함께 혼합하여 실험기간 동안 급식하였다.

Control 군은 따로 시료를 급여하지 않고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4주 동안의 오징어 급여 후 각 군 별

15마리로 설정한 실험쥐를 희생하여 혈액을 얻었다. 이들

각 급여군 실험쥐들은 혈액 채취 10시간 전에 미리 사료를

제거하여 공복을 유지하였다.

체중 변화 측정

체중은 식이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체중변화를 막기 위해

체중 측정 4시간 전에 식이통을 제거한 후 체중을 측정하였다.

혈액 내 지질 성분 분석

최종 급식 후 10시간 동안 공복 조건을 유지한 실험쥐로부

터 각 군별로 capillary tube를 이용한 안와정맥총 채혈법으

로 1 mL의 혈액을 EDTA가 처리된 microcontainer에 취한

후 혈액자동분석기(Oxford science, In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혈액상 및 백혈구 분획을 측정하였다. 1.5 mL의

혈액은 약 10분 동안 방치시킨 후 4oC, 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총콜레스테롤 측정용

kit(V-Cholesterol,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성된 hydrogen peroxide를 perox-

idase, 4-aminoantipyrine, 3,5-dimethoxyaniline sulfonate

에 의해 산화 축합시켜 발색시킨 후 잘 혼합하여 37oC 항온

수조에서 5분간 가온한 후 시약 맹검을 대조로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총콜레스테

롤을 산출하였다(17).

총콜레스테롤(%)＝
시료의 흡광도 ×100

표준액의 흡광도

혈청 중의 HDL cholesterol 농도는 HDL cholesterol 측정

용 kit(HDL-Cholesterol, Asan Pharmaceutical)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혈청 0.2 mL에 침강시약 0.2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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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 이외의 lipoprotein을 침강시켰다. 그리고 상등액 0.1

mL를 취하여 효소시약 3 mL를 가하고 37oC에서 5분간 가온

한 후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DL cholesterol 값을

산출하였다(17). 혈청 중 triglyceride 농도는 triglyceride 측

정용 kit(TG-S, Asan Pharmaceutical)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혈청 0.02 mL에 효소시약 3 mL를 넣고 잘 혼합하여

37
o
C에서 10분간 가온하고 시약 맹검을 대조로 하여 5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riglyceride량을 산출하였다(17).

혈청 중 glucose 함량 측정은 혈당 측정용 kit(V-glucose,

Asan Pharmaceutical)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생성된 qui-

none 색소를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혈액 내 glu-

cose 함량을 산출하였다(17).

혈액 내 IgG 농도 정량 분석

본 실험에서는 IgG 항체 생성능 분석을 위해 17일 동안

4일 간격으로 실험쥐를 희생하여 혈액을 얻었으며 IgG

kit(18)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항체 코팅을 하기 위해 96

well plate에 코팅 항체와 코팅 완충액을 1:100으로 희석하여

각 well에 100 μL씩 주입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희석

한 standard와 시료를 각 well에 100 μL씩 주입한 후 1시간

동안 배양하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하였다. HRP con-

jugated 2차 항체를 1:100,000의 비율로 희석한 후 각 well에

100 μL씩 주입하여 1시간 동안 배양을 시키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하였다. TMB의 두 기질 용액을 동량인 100 μL씩

주입한 뒤에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triplicate determinations에 의한 mean±SD
로 표시했으며, 각 평균치 간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HA, EPA 및 타우린 분석

본 실험에 사용한 오징어 시료의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

량은 Table 1과 같다. 건조오징어의 경우 EPA가 688.1

mg/100 g, DHA가 3001.1 mg/100 g이었다. 일반적으로 수

산건제품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

Table 1. Contents of taurine, DHA and EPA of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mg/100 g)

Dried cuttlefish Processed cuttlefish

DHA
EPA
Taurine

3001.1±11.4b
688.1±10.5a
11.6±6.6a

492.8±4.6a
136.9±3.7b
0.4±0.1b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질의 산화가 품질열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징어 시료의 가공을 통해서는 고도불포화지방산 함

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urine은 aminosulfonic

acid의 일종으로 무색 침상결정으로 물에 용해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료 오징어 중의 유리아미노산

성분은 건조 시 탈아미노화, 탈카르복실 당·아미노 반응에

의하여 전구물질로서 풍미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오징어의 유용성분의 하나인 taurine

의 오징어 시료 내 함량 역시 Table 1에 나타내었다. 건조오

징어가 가공오징어에 비해서 유리아미노산과 타우린의 손

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오징어의 가공을

통해 타우린과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모두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쥐의 식이섭취 및 체중변화 측정

Table 2에 건조 및 가공오징어 급여군의 최초 평균체중과

최후의 평균체중을 측정한 결과를 대조군과 함께 나타내었

다. 건조오징어 급여군의 체중은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이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건조 오징어 급여군의

1 g 차이와 비교하여, 가공오징어 급여군의 평균 체중은 2

g의 체중증가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탄수화물과 지방 함

량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건조 오징어의 특성(19)과 관련

하여 건오징어가 체중조절용 기능성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 내 지질 성분 분석

각각의 식이를 급여 후 혈청 중의 total 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대조군은 78.9 mg/dL, 건조오

징어 급여군은 81.3 mg/dL, 가공오징어 급여군은 88.1

mg/dL로 가공오징어 급여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9.2%의

total cholesterol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가공 공정을 통해

손실이 일어난 불포화지방산 EPA와 DHA 등이 실험쥐가

실제 가공오징어를 섭취했을 때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함량

에 영향을 주어 건조오징어 군과 비교했을 때 그 함량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건조 가공된 새우의 지

질성분 및 콜레스테롤 성분 분석 연구(20)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가공 상태의 오징어나 새우와 같은 해양생

물자원의 섭취가 혈청 내의 cholesterol 증가에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 The changes in average body weight of mice fed
three different food intakes (Body weight, g/mouse)

Control
Dried
cuttlefish

Processed
cuttlefish

Food intake
Before feeding
After feeding

35.6±3.6b
27.8±2.3a
28.4±2.6NS

40.1±4.1a
27.3±2.0a
28.3±2.1

39.7±5.2a
26.2±2.4b
28.8±3.1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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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contents in
feeding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HDL-cholesterol은 다른 지방단백질과는 달리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유익한 지방단백질로서

total-cholesterol 중의 HDL-cholesterol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단순한 고지혈증 억제작용뿐 아니라 관상동맥

경화증을 비롯한 각종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식이가 종료된 후 실험쥐의 혈청 중 HDL-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대조군은 58.1 mg/dL

인 반면 건조오징어 급여군은 71.6 mg/dL, 가공오징어 급여

군은 63.1 mg/dL이었다. 즉, 건조오징어의 섭취가 가공오징

어의 섭취보다 혈액 중 HDL-cholesterol의 함량을 증가시킴

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혈청 중의 HDL-cholesterol 함

량이 total cholesterol의 함량에 비례하며 식이의 영향을 받

지 않고, extrahepatic 조직에 의한 생성에 의존하여 간에서

분해되는 양과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연구결과(21)

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혈청의 중성지방 함량은 고지방섭취 시에 chylomicron과

이의 잔사가 혈중에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또한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등을 통해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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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serum HDL-cholesterol contents in
feeding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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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erum triglyceride contents in feed-
ing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 Triglyceride와 EPA, DHA와 같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4)를 바탕으로 실

험쥐의 혈청 중 triglyceride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은 196.6 mg/dL인 반면 건조오징어 급여군은

221.8 mg/dL, 가공오징어 급여군은 158.3 mg/dL이었다. 건

조오징어의 급여가 실험쥐의 혈액 중 triglyceride 함량을 증

진시킴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을 함

유하는 식품인 조개류를 섭취하게 하여 triglyceride 함량을

측정한 연구보고(22)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혈중 glucose 함량 증가가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3)를 바탕으로 식이 종료에 따

른 혈청 중의 glucose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대조군은 95.4 mg/dL, 건조오징어 급여군은 77.7 mg/dL, 가

공오징어 급여군은 90.3 mg/dL로 측정되었다. 실험군인 건

조오징어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18.5% 낮은 수치를 보였

다. 이는 설탕, 식염, 글루타민산을 첨가하는 가공 공정을

통해 glucose의 함량이 증가된 가공오징어 시료의 일반 성분

분석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혈중 g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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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erum glucose concentration in feeding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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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e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가공오징어의 섭취보다 건조오징

어의 섭취 시 당뇨병과 같은 면역계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공오징어의 공정에 첨가되는 물질

의 농도를 낮추면서 기존의 향미는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공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측정 결과를 통해 건조 및 가공오징어의 급여가

실험쥐의 체중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4주간의 오징어 샘플 급여 후 실험쥐의 혈액을 분석하여

지질 대사를 확인하였다. 이때 건조 및 가공오징어의 섭취를

통해 total 콜레스테롤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공오

징어의 섭취 시, 건조오징어보다 약 7% 증가된 총 콜레스테

롤 함량인 88.1 mg/dL을 나타냈다. 반면 건조오징어 급여군

이 가공오징어의 급여군보다 혈액 중 HDL-cholesterol의 함

량을 약 12% 증가시켰다. 건조오징어와 가공오징어의 성분

함량 비를 고려할 때 생물을 그대로 건조한 건조오징어가

가공오징어에 비해 콜레스테롤의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사

료되며 오징어 cholesterol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

공공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오징어 효

소 가수분해물을 이용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저해할 수 있다

는 특허가 출원 중에 있다. 보다 상세한 혈중 지질 성분 측정

을 위해 각 군의 실험쥐의 혈액 중 triglyceride 함량을 비교

하였는데, 건조오징어 급여군에서 가공오징어 급여군보다

28% 이상 증가된 함량인 221.8 mg/dL을 나타냈다. 마지막

으로 가공오징어의 섭취 시 혈중 glucose 함량이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당뇨

병의 원인이 되는 혈중 glucose의 농도는 건조오징어 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가공오징어의 가공 공정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이상의 혈중 지질 농도 분석을 통해 가공 오징어

섭취가 혈청의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IgG 항체생성능 분석

Fig. 5는 ICR 실험쥐를 이용하여 17일 동안 4일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IgG 항체의 생성을 측정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험쥐 혈청에 항체의 양이 점차 증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조오징어와 가공오징어 모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최종 항체 생성능이 10 ng/mL 이상 높게 나타

났는데 그중 가공오징어의 항체 생성능이 대조군과 건조오

징어의 항체 생성능과 대조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시작 후 5일째부터 조금씩 차이를 보여

17일째 되는 날의 가공오징어 항체 생성능이 48.1 ng/mL로

건조오징어 군과 비교했을 때 5～8% 이상 실험쥐의 항체생

성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기존에 높은 항체

생성능을 가지며 면역력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인 홍경천과

비교할 수 있다(23). 홍경천 급여를 한 ICR 실험쥐를 이용하

여 항체 생성능 실험값인 45.41 ng/mL과 비교했을 때 의미

가 있는 수치로써 가공한 오징어의 섭취가 체내 항체 생성능

Fig. 5. The changes of IgG levels in feeding dried and
processed cuttlefish. Data are mean±SD (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촉진하여 면역계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또한 혈중 지질 성분인 콜레스테롤에 대항한

항체생성능이 가져오는 면역증진을 연구하여 면역계 질환

인 동맥경화의 위험감소효과를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2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건조오징어 및 가공오징어를 섭취한 실

험쥐가 오징어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체내 면역이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요 약

오징어의 섭취 시 혈액 내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오징어 급여를 통한 실험쥐의 당 농도, 지질성

분 분석과 면역 항체변화를 관찰하였다. 각각의 식이를 급여

후 혈청 중의 total cholesterol 함량의 경우 대조군은 78.9

mg/dL를 나타낸 반면 건조오징어 급여군은 81.3 mg/dL, 가

공오징어 급여군은 88.1 mg/dL로서 시료 투여군이 대조군

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를 나타내었다. 실험식이가 종료된

후 실험쥐의 혈청 중 HDL-cholesterol 함량은 대조군이 58.1

mg/dL, 건조오징어 급여군이 71.6 mg/dL, 가공오징어 급여

군이 63.1 mg/dL으로 각각 나타났다. 혈청 중 triglyceride

함량의 경우 오징어 건조오징어 급여군이 221.8 mg/dL로

196.6 mg/dL를 나타낸 대조군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가

공오징어 급여군은 158.3 mg/dL로 감소하였다. 혈액 내

glucose 농도는 대조군 95.4 mg/dL과 비교했을 때 건조오징

어 급여군과 가공오징어 급여군이 각각 77.7 mg/dL, 90.3

mg/dL로 측정되었다. 오징어 섭취에 의한 항체 생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IgG 수치는 대조군 25.4 ng/mL과 비교했을

때 가공오징어 급여군에서 48.1 ng/mL로써 증가하였다. 실

험결과 건조오징어가 가공오징어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HDL-cholesterol 및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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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ide의 함량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glucose 및 항체 생성능의 수치는 가공오징어 급여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공오징어가 건조오징어와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체내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건조오징어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혈액 내 지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오징어 가공에서 타우린, DHA, EPA의 조성과 지질

조성에 변화를 주어야 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오징어 가공의

효과적인 공정에 대한 연구가 종래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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