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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xtracts on Blood Rheological
Properties and Serum Lip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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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pause increases the onset of hypertension and heart disease. Whereas it increases the blood
LDL-cholesterol, triglyceride and total-cholesterol levels, the HDL-cholesterol concentration is reduced.
Accordingly, we examined the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IOT) on improvement
in blood flow ability and changes in serum lipid content by using ovariectomized rats.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groups of 9-week-old Sprague-Dawley strain female rats were evaluated over 6
weeks: normal rats (SHAM), ovariectomized rats (CON) and ovariectomized rats that were treated
with IOT extracts. Ovary removal promoted platelet aggregability. However, IOT administration in the
CON group after ovary excision resulted in a hinderance of coherence. The blood vessel passing time
of ovariectomized rats was slower than the SHAM group. But the blood flow ability, which was
slowed down for ovary removal, was improved by IOT administration. Serum triglyceride levels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IOT administration. Moreover, blood HDL-cholesterol levels were reduced by
ovary removal. However, IOT administration after ovary excision significantly increase HDL-cholester-
ol levels. The biological activity of IOT could be confirmed from these results. Moreover, IOT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which are meant to improve blood circulation and an-
ti-platelet aggregation func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could know that IOT improved blood
flow and anti-platelet aggrega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OT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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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 현상의 하나로 알려진 여성의 갱년기는 인간 수명

이 연장됨으로 인해 일생의 1/3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

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갱년기는 폐경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 조직에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비뇨생

식기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암과 기타 만성질

환으로 바뀌기 쉬워 갱년기는 건강상 위기의 시기로 고려

되기도 한다[20]. 또한, 난소기능의 감퇴로 야기된 시상하부

-뇌하수체-난소로 이어지는 성선 축의 기능실조가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성호르몬, 지질 및 지단백질 변화와 뼈

대사 등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난다[11]. 폐경과

지질대사 관계에 있어서 폐경이나 난소 절제 시 estrogen의

감소는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 및 apolipoprotein A-I 의 감소를 초래하고 LDL-cho-

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증가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한다[6,23,25,33].

HDL-cholesterol이 1 mg/100 ml이 증가하면 관상동맥질환

의 발병률이 3～5% 감소하고, LDL-cholesterol이 11% 감소

하면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은 19%나 감소한다는 연구결

과도 보고되어 있다[21].

일반적으로 오징어류는 주로 외투와 팔 등의 근육부분을

오징어회 또는 오징어조림 등으로 간단히 조리하여 먹기도

하고, 마른오징어, 조미오징어, 오징어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장이나 생식기관을 포함한 내장

부는 오징어 체중의 약 20～30%(약 43,000～64,000 톤)로서

대부분 동물사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는 거의 이용

되고 있지 못하다[22]. 오징어 내장에는 일반어류에 비해 지

방, 비타민 B군 및 무기질 함량이 높고, 함황 아미노산의 일종

인 타우린이 많아 지방의 흡수촉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 저하, 뇌 발달, 심장 보호 작용, 삼투압조절, 생식기능,

성장 발달, 간 기능 보호 및 산화성 독성제거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9,24]. 특히, 간에는 지질함량이

30～40%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으며, 간유 중에는 ω-3계

지방산인 EPA, DHA의 함량이 40% 이상 함유되어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 뇌 혈전예방, 기억학습 능력 향상, 항종양

작용 및 시력저하 억제 등과 같은 많은 생리작용이 알려져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8,16,34]. 오징어의 내장지질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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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오징어 내장 및 간장 지질의 조성[12]. 그리고 오징어 내

장유의 정제와 DHA 함유지질 추출소재에 관한 김 등의 보고

등이 있다[13,14].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오징어를 식품소재

로 이용하고 남는 부산물인 오징어의 내장을 이용하여 지용

성 획분을 제거한 후 유용성분을 추출하여 이용하고자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난소 절제시술은 여성의 생식기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estrogen 생성을 저하시켜

흰쥐에 인위적인 폐경을 야기하므로 여성의 심혈관계 질환

의 발생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흰쥐에 갱년기 장애를 유도하였을 때 나타나는 estro-

gen 분비 감소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위험률에 있어서

오징어 부산물 추출물이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여, 오징어 내장에서 어유를 추출한 후에 남는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오징어부산물(internal organs Todarodes

pacificus, IOT)은 (주)동우산업(경상북도, 포항)에서 paste 형태

로 제공 받아 시료로 사용하였다. Paste를 동결건조한 후 건조

시료에 80% ethanol 2 l를 가해 3회 열 추출하여 감압 농축기로

농축한 후 분말로 만들어 동물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조건 및 식이조성

실험동물은 180～200g의 Sprague-Dawley계 암컷 흰쥐(오

리엔트사, 부산)를 구입하여 1주간 적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

였다. 적응 후 실험동물들은 난괴법에 의해 4군으로 나누어

온도 23±2
o
C, 습도 50±5%, 12시간 조명주기의 조건하에서 4주

간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비난소절제(SHAM)군, 난소절제대

조(CON)군, 난소절제 후 오징어부산물 추출물 50 mg/kg 투

여(IOT50)군, 난소절제 후 오징어부산물 추출물 200 mg/kg

투여(IOT200)군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실험동물은 각 군마

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
1)

(N) Treatment

SHAM (6) operated rats

CON (7) ovariectomized rats

IOT50 (6)

ovariectomized rat supplemented with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at 50 mg/kg bw/day

IOT200 (6)

ovariectomized rat supplemented with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at 200 mg/kg bw/day

다 7마리씩 나누고, 실험식이와 탈이온수는 자유 섭취방법(ad

libitum)으로 급여 하였고, 추출물을 매일 1 ml씩 4주간 경구투

여 하였으며, 대조군은 동일용량의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하

였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고, 체중은

이틀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난소절제시술

1주일 동안 주위환경에 적응시켜 난괴법에 의해 군을 나누

어 난소 절제 수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은 ether 마취 후 심마취

기에 이르면 늑골하부를 절개하여 난소를 제거하고 절개 부는

봉합하였다. 시술 후 3일부터 매일 오징어부산물을 추출한 시

료를 경구 투여하였다.

혈액 및 장기 채취

실험종료 전 실험동물을 하룻밤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마취 하에서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분리된 혈청은 -70oC

에서 냉동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중의 alkaline phosphatase 분석

혈청 중 alkaline phosphatase (ALP)의 활성측정을 위해

FUJI DRI-CHEM SLIDE 위에 분리한 혈청 10 μl를 점착하여

Dry Chemistry Analyzer 3500i (Fuji Film Co.,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500 nm의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혈류측정

혈류는 Micro Channel Array Flow Analyzer KH-6 (MC

Lab,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채취 한 혈액 25, 50, 75 및

100 μl를 주입하여 측정하였다.

혈소판 응집력

Ether 마취 후 개복하여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여 3.2% so-

dium citrate용액과 1:9의 비율로 혼합한 뒤 1,1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의 PRP (platelet rich plasma)를

취하고, 3,000 rpm에서 10분간 더 원심분리 하여 상층에 혈장

을 제거한 후 EDTA를 포함하는 wash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3, 0.36 mM NaH2PO4,

5.5 mM glucose, 1 mM EDTA, pH6.5) 5 ml를 가하고 섞어주

어 혈소판을 현탁시켰다. 이 혈소판을 다시 3,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한 후, 세척액을 버리고 혈소판을 위의 방법으

로 한번 더 세척하였다. 세척 후 suspend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3, 0.36 mM NaH2PO4,

5.5 mM glucose, 0.49 mM MgCl2, 0.25% Gelatin, pH7.4)로

재 현탁시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다시 sus-

pending buffer로 현탁시켜 washed platelet을 조제하였다.

Washed platelet는 suspending buffer로 희석하여 혈소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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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108/ml이 되도록 하였고, 응집유도제로 collagen을 2.5

μl 가하여 5분간 반응시켜, Whole Blood Lumi-aggregometer

(Chrono-log, Philadelphia, USA)를 사용하여 37
o
C에서 혈소

판 응집을 측정하였다.

혈청 중의 지질농도 분석

혈중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농도

는 자동 측정용 slide (Fuji Film Co.,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Dry Chemistry Analyzer 3500i (Fuji Film Co.,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연구결과 얻어진 자료를 SPSS Version 14.0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하위그룹 각각의 기술통계치(mean±SD)를 산출

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

＜0.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혈청 중 alkaline phosphatase 활성

혈액 중 alkaline phosphatase (ALP)는 조직 중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의 기질 운반에 관

여하고 있다. 조골세포는 ALP를 생성하여 조골 세포막의 소

포에 저장하는데, 이 중 일부가 혈액 내로 유리되어 나온다

[28]. ALP는 폐경 시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하여 뼈 전환

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29], 성인기 여성에서는 골절과의 관련성을

보여 폐경 전후 여성에게 있어 뼈 형성 지표로써 널리 사용

되고 있다[27]. Fig. 1은 난소 절제 흰쥐에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하여 혈청 중의 ALP활성 변화를 나타

낸 결과이다. 난소절제 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bone turn-

over이 증가되어 CON군은 SHAM군에 비해 혈액 중의 ALP

활성이 증가되었으나, 오징어 부산물 투여에 의해 그 활성이

Fig. 1.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on serum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in ovar-

iectomized rats.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갱년기 장애 예방에 유익한 효

과가 기대된다.

혈류 개선 효과

혈행 개선에는 혈액을 구성하는 혈장 및 혈구세포(혈소판)

가 주로 관여하며, 이들은 혈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혈관

의 손상된 부위나 염증 부위에서 정상적인 지혈과 보호 작용

을 유지함으로써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10,31]. 에

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해 여러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하여

여성의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되는

데, 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은 혈관의 동맥경화와 혈액의 유동성

의 저하에 의해 발생되며 혈액의 점도가 그 유동성을 조절하

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혈류의 유동

성에 미치는 오징어 부산물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각 실험

군의 혈액을 채취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 처리 후, 혈액의 유

동성을 시각적이고 정량적으로 인식하여 혈액의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Micro channel array flow analyz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인해 혈액이 모세관을 25, 50, 75, 100 μl 통과

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혈액 25 μl 이동 시에는 각 군의 혈액 유동성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50, 75 및 100 μl 이동 시 정상군인 SHAM군이

난소를 절제한 CON군에 비해 빠른 시간에 모세관을 통과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Fig. 2). 갱년기가 유도되어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여 혈관에

침착물이 축적되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

을 방해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CON군 보다 빨리 모세관을 통과하여

오징어부산물의 혈액유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으로

갱년기 유도로 인한 혈장 내 혈액응고인자(coagulation fac-

tors)의 지나친 활성화 및 혈소판 응집 촉진으로 CON군의 모

세관 통과 시간은 지연되었으나,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

출물 투여로 인해 혈류의 속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징어 부산물이 혈액의 유동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

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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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on micro channel arrar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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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응집에 미치는 영향

관상동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순환계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심혈관계

질환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 있어서도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폐경 후에는 폐경 전에 비

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두 배 이상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7]. 갱년기 유도로 인하여 혈 중 지질 함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오징어 부산물의 추출물 투여로 인한 혈소

판 응집 억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washed platelet을 분

리하고 collagen 2 μg으로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였다. 난소

를 절제한 CON군의 경우 SHAM군에 비해 혈소판이 응집되

는 결과가 나타났고,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

한 군은 CON군에 비해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혈소판 응집률을 나타내는 Amplitude (%)

의 경우, CON군은 SHAM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오징어 부산물 투여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혈소판 응집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Slop (Ω/min) 또한

CON군이 SHAM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오

징어부산물 투여군인 IOT50 및 IOT200군에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는 반응시간을

나타내는 Lag Time (sec)의 경우 CON군은 SHAM군과 비교

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응집제(collagen) 첨가

에 대한 응집효과가 빨리 나타나 갱년기 유도로 인해 응집효

과가 더욱 촉진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에 반해 오징어

부산물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은 CON군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응집 시간이 증가하여 응집이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

고, 이러한 결과는 오징어 부산물이 collagen으로 인한 응집

을 효율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오징어 부산물이 혈행 개선과 혈청 중의 지질

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동맥경화증, 혈전증 등의 혈관 관련성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성 식품 및 식재

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

nol extracts against collagen induced platelet ag-

gregation

Group
1)

Amplitude (%) Slop (Ω/min) Lag Time (sec)

SHAM

CON

IOT50

IOT200

103.9±9.3
2)a3)

117.2±6.9b

108.1±9.4ab

110.1±11.7
ab

121.5±9.3
a

142.4±12.5b

133.4±7.4ab

140.9±8.6
b

34.8±3.0
a

26.0±2.9b

33.3±3.8a

35.4±3.9
a

1)See the legend of Table 1.
2)

Values are means±SD.
3)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

nificantly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test.

혈청 중의 지질 농도

혈청지질은 사람이 이용하는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으로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 역할을 하고 그 대사 작용은 여러 과

정 및 호르몬 분비에 의하여 조절되어 중추신경계, 간, 지방

조직, 근육 등 거의 모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1]. 혈청지질 중의 하나인 콜레스테롤은 세포

막의 구성요소이며 담즙산, steroid hormone과 vitamin D의

전구물질로서 생체내의 필수 성분이긴 하나, 장기간 과량 섭

취 시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체내에 축적되면 고지혈증, 동

맥경화증, 심장 질환 및 담석증 등 각종 순환 기계 질환을 유

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9]. 일반적으로 폐경기

이전 여성들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

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자연적 혹은 수술에 의해 폐경

이 된 여성들에서는 그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남성 환자

에 비해 좋지 않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에스트로겐은 혈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

지며 그 주요 기전은 간 조직의 LDL-cholesterol 수용체 증가

로 인한 혈청 LDL- cholesterol 제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15].

Fig. 3은 난소 절제한 흰쥐에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

물 투여 후 혈중 중성지질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난소절제에

의해 CON군은 SHAM군과 비교해 유의적으로 증가(p＜0.05)

하였다. 이에 반해 난소 절제 후 오징어 부산물 추출물 투여군

인 IOT50 및 IOT200군은 C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5). Fig. 4에 나타낸 혈 중 콜레스테롤 함량의 경우

난소절제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오징어 부산

물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지방질 운반

에 관여하는 고밀도 지단백(HDL-cholesterol)은 조직으로부

터 나온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여 간으로 이동시켜 LDL-choles-

terol의 산화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혈액 내 HDL- cho-

lesterol농도가 감소하면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키지 못

Fig. 3.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on serum triglyceride concentration in ovariec-

tomized rats.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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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on serum cholesterol concentration in ovariec-

tomized rats. Values are not significant.

Fig. 5. Effect of internal organs of Todarodes pacificus ethanol

extracts on serum HDL-cholesterol concentration in

ovariectomized rats.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하므로 HDL-cholesterol농도가 낮은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

험요소가 된다고 한다[18]. Fig. 5는 혈 중 HDL-cholesterol 함

량을 나타낸 것으로 난소를 절제한 CON군에 비해 SHAM군

은 유의적으로(p＜0.05)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오징어 부산

물의 에탄올 추출물 투여에 의해서 HDL-cholesterol이 CON

군에 비교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estrogen이

HDL-cholesterol의 농도는 증가시키나 LDL-cholesterol은 감

소시켜 혈중 지질 대사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3,17]. 따라서 난소 절제하여 갱년기 장애를 유도한

흰쥐에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혈

중 중성 지방 함량이 낮아지고, HDL-cholesterol 함량이 높아

지는 결과로 보아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 투여가 난

소 절제에 의해 소실된 estrogen의 지질대사 불균형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이것은 오징어 부산물 중의 ω-3 지방산 및 미지의

펩타이드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소 절제한 흰쥐의

지질대사에 유익한 효과를 준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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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 부산물이 혈액 유동성 및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강성림․이상현
1
․배송자․박미라

2
․박정현

2
․김미향*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
제약공학과,

2
(주)동우산업)

폐경과 더불어 시작되는 폐경기의 에스트로겐 변화로 발생되는 건강 문제 중 심혈관계 질환이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갱년기 장애 시 유발되는 체내 지질 함량 증가에 있어서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인위적 폐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난소 절제 암컷 흰쥐에서 오징어 부산물의 혈행

개선, 항혈소판 응집능 및 혈 중 지질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갱년기를 유도한 CON군은

난소절제 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bone turnover이 증가되어 SHAM군에 비해 혈액 중의 ALP 활성이 증가되었으나,

오징어 부산물 투여에 의해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갱년기 유도로 인한 혈장 내 혈액응고인자(coagulation

factors)의 지나친 활성화 및 혈소판 응집 촉진으로 CON군의 모세관 통과 시간은 지연되었으나,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 투여로 인해 혈류의 속도가 향상 되었다. 또한 난소를 절제한 CON군의 경우 SHAM군에 비해 혈소판이

빠르게 응집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CON군에 비해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소 절제하여 갱년기 장애를 유도한 흰쥐에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하였

을 때, 혈 중 중성 지방 함량이 낮아지고 HDL-cholesterol 함량이 높아지는 결과로 보아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 투여가 난소 절제에 의해 소실된 estrogen의 지질대사 불균형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오징어 부산물 중의 ω-3 지방산 및 미지의 펩타이드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소 절제한 흰쥐의 지질대사에 유익한 효과를 준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갱년기 장애 시 유발 되는 지질 대사 이상으

로 오는 심혈관계 질환에 오징어 부산물의 에탄올 추출물이 유익한 결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