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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reeze-dried onion powder (OP) which contains rich in quercetin 
(22 mg/10 g) on hyperlipidemic participants. Fourteen participants (total cholesterol level in plasma 270.8±21.4 
mg/dL) 40～59 years of age who were diagnosed as hyperlipidemia by a physician at Fatima Hospital in 
Changwon took part in this study for 12 weeks. We investigated the anthropometric data and dietary habit 
by using questionnaires. Also,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patients in fasting before and after this 
12 weeks intervention study. 78.6% of the patients showed interest in health diet management and weight 
control; however, they also showed some problems in their dietary habit (meal irregularity, food choice, calorie 
nutrient balance, high fat and cholesterol etc.) and life style (smoking, eating out, alcohol intake) that could 
have adverse effect on hyperlipidemic therapy. Most participants (85.7%) thought that OP was good for their 
health. The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OP intake. The HDL-cholesterol 
increased and the Atherogenic index (AI) significantly decreased. Regarding the correlations of dietary habit 
and life style with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factors, the alcohol intake leve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requency of eating out and body mass index (BMI). Exercise level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HDL-cholesterol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atherogenic index (AI).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ake 
of polyphenol rich onion may decrease the risk of hyperlipidemia by reducing cholesterol level. We consider 
these hypolipidemic effects of OP as a possible functional food. However, further research such as a well 
designed longterm clinical study with experimental and placebo group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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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5년 국민건강ㆍ 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고콜 스테롤 증 유병률은 남자 7.5%, 여자 8.8%로 보고되

어(1), 그에 한 방과 치료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지 증 치료방법에 있어서 약물을 통한 치료보다

는 식생활과 식습 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2). 

최근 암, 심장질환은 물론 노화 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미량 양소가 과일, 야채에서 얻어진다는 것

은 리 잘 알려져 있다. 그 에서 양 (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야채와 

향신 조미료로써 리 사용되고 있고(3), 국민건강․ 양조

사에서 1인 일일 섭취량은 20.6 g로 채소류  2 를 차지하

고 있는 다소비 식품  하나이다(1). 양 의 성분 에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quercetin, quercitrin, rutin 등의 

flavonoid계 색소가 풍부한데(4), 최근 기능성면에서 많은 

심을 갖고 있는 것이 껍질의 황색/갈색 부분에 풍부한 

flavonols와 붉은 부분에 풍부한 anthocyanin이다. 다른 과

일이나 야채에 비해 양 는 많은 quercetin(300 mg/kg)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지 일(450 mg/kg)에만 양 보다 많은 

quercetin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들은 

지질  LDL의 산화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항동맥경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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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항돌연변이, 항암  각종 항종양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6,7). 이러한 flavonoid

의 생리  작용은 자연 상태에서 aglycone과 같은 유리형태 

는 당과 결합된 배당체 형태 등의 구조  특성에 달라진

다(8).

양 에는 한 섬유소의 양이 단히 풍부한데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기능을 함께 기 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이다. 불용성 섬유소는 장암의 방효과가 크며, 특히 용

해성 섬유소 섭취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 스테롤 양을 감

소시키고 섭취된 것은 흡수를 감소시켜 결국  콜 스테

롤을 낮춰 상동맥심장질환에 한 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9,10). Jenkin 등(11)은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

로  콜 스테롤 농도를 약 10%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으며, Bell 등(12)은 psylium을 추가로 섭취시킨 결과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Apo-B의 농도를 낮추었다고 

보고하여 고콜 스테롤 증 환자에게 수용성 섬유소가 

 지질농도를 낮추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증명하 다. 양

에는 이와 같이 기능이 다른 두 가지의 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암과 심장질환 방은 물론 체 조  등

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9,10).

아직은 많은 자료가 없으나 양 의 구성분인 S-methyl- 

L-cysteine sulphoxide가 지질을 낮추는 작용이 있고

(13), 최근 quercetin 역시 쥐의 간에서 콜 스테롤 생합성을 

방해하는 것이 보고(14)되었지만 인체에 유리한 향을 미

치는지는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심 계 질환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도 3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

질환, 심장질환이 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하고 있

다(15). 심 질환의 3  험인자  하나인 고지 증은 

 콜 스테롤 는 성지방이 비정상 으로 높은 상태

로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다 인자 질환으

로, 유 인 요인과 서구화된 식사, 스트 스, 운동부족 등

의 환경  요인 등이 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 

특히 환경  요인인 식생활과 하게 련되며, 최근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의 섭취의 

증가로 인해 고콜 스테롤 증이 증가추세에 있다(17). 이

러한 결과는 2005년 국민건강ㆍ 양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우리 국민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21.6%, 열량에 지 

구성 비율  지방의 섭취비율이 20%를 넘어 국민건강ㆍ

양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실을 

반 하고 있다(1).

아직 양 의 성분에 해 그 기능성을 더 연구해야 되겠으

나 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 섭취에 따른 험성은 

없으며 에서 열거한 작용들과 더불어 체 으로 인체에 

유리한 식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재까지 양 의 고지

증 완화작용에 한 국내연구로는 거의 부분이 동물실

험(18-23)으로 수행되었으며, 임상실험은 Hwang 등(24)의 

양  즙과 Nam 등(25)의  양 의 알코올 추출물을 이용한 

논문에 그쳤으며, 양 가루를 통한 실험은 아직까지 수행되

지 않았다.

에서 살펴본 바처럼 생리활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

는 양 의 섭취에 따른 질병 방효과를 사람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 증 정을 받은 40  성인 

남성 14명에게 12주간 양 가루 10 g을 섭취시킨 후 고지

증이 호 되는지를 연구하 다. 

상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창원 티마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고지 증

진단 받은 외래환자(총 콜 스테롤이 240 mg/dL 이상)  

고지 증 치료를 해 콜 스테롤 하제, 고지 증제 등의 

약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남성 환자로 내분비과 의사의 

설명에 따라 본 조사 의도에 찬성하고 조할 의지가 있는 

총 17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  섭취가 

이루어지는 3개월 동안 출장이 잦아 지속 인 섭취를 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자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 

연구재료와 섭취방법

실험에 사용된 황색양 는 2005년에 경남 창녕지역에 생

산된 양 로 일반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처럼 껍질  뿌리와 

같은 비 가식부 는 제거한 후에 동결건조하고 분말화하여 

제조하 다. 보통 건강인들이 하는 식사에서 phenol-rich 

diet의 경우 총 phenol 함량이 하루에 20～30 mg 정도로 섭

취된다고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고지 증 환자가 

충분한 양의 quercetin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섭취하

는 양  외에 양 가루로 10 g(≈22 mg quercetin 함유, 약 

300 g 양 에 해당)을 하루에 2회에 걸쳐 나 어 섭취하도록 

하 다. 이때 환자들에게 일상의 식사섭취 패턴을 그 로 

유지하게 하면서 양 가루를 복용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하

으며 물, 우유, 야쿠르트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

하여 섭취하도록 하 다. 양 의 섭취기간은 2006년 9월 2

일～2006년 11월 18일까지로 12주간이었으며, 매주 한 번씩 

문자메시지나 화로 섭취상태를 체크하고, 6주째에는 간

검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도록 하 다.

설문조사

환자들의 식생태가 양 섭취에 따라 향을 받는지 알아

보기 하여 연구 과 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사항, 

식생활과 건강에 한 심  양보충제와 건강보조제의 

복용여부, 식품섭취빈도 그리고 운동에 한 사항, 음주  

흡연에 한 사항을 조사하 다. 그러나 연구 시작(가을)과 

후(겨울)의 설문조사 결과가 식생활과 생활패턴에는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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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아 후의 결과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 다.

환자의 2일간 식사섭취량을 연구의 시작과 종료시 에 

액을 채취하기 에 훈련된 조사연구원이 직 면담법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음식의 재료와 분량과 그리고 조

리법을 질문하면서 상세히 기록하 다. 식이섭취조사 결과

는 CAN-Pro 3.0(The Korean Nutrition Society)을 이용하

여 분석하 고, 이틀간의 섭취량을 평균하여 제시하 다.

양 가루 섭취에 한 인식과 양 의 지속  섭취에 한 

생각을 연구가 끝나는 시 에 조사하 다. 

신체  특성조사

환자의 재 로그램 ㆍ후의 신체  특성변화를 악하

고자 2회에 걸쳐 Inbody 3.0(Biospace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체 , 체지방량, 지방분포를 측정하 다. 

허리둘   엉덩이 둘 는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계측치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와 허리와 엉덩이 둘

비율인 WHR(waist and hip circumference ratio)을 산출하

다. 압은 편안한 상태에서 수은 압계로 측정하 다.

생화학  특성 분석방법

연구가 시작되는 당일과 양 섭취가 끝나는 시 에 12시

간 이상의 공복상태에서 아침 8～9시 사이에 환자들의 액

을 취하 다. 채취한 액은 즉시 장과 청을 분리하여 

분석을 해 -70
oC에서 보 하 다. 

청 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성지방은 비씨

에스 진단 키트(Bioclinical system, Korea)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LDL-콜 스테롤은 Friedwald 등(27)에 의한 계산

법{＝총콜 스테롤－(HDL-콜 스테롤＋ 성지방/5)}에 

의해 산출하 고, 심 질환의 유병율과 계가 있는 동맥

경화지수{＝(총 콜 스테롤－HDL-콜 스테롤)/HDL-콜

스테롤}를 산출하 다.

자료분석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PC+ 통계 package를 사용하

여 처리한다.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표 편차

(SD)를 구하고 양 가루 섭취 과 후의 비교를 한 유의

성은 Student t-test로 검증하 다. 변수 간의 향을 알아보

기 해서 stepwise 방식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하 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  일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연구 결과 

일반  특성

연구 상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47.6±5.8세
다. 가족의 형태는 ‘부부만 사는 가정’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 ㆍ고졸 이상’이 9명, ‘ 문 졸 이상’ 4명이

었다. 거주형태는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2명 그리고 한 

달 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식사 시 주의여부’에서 환자의 8명이 주의하고 있다고 응

답하 으며, 그  6명이 특히 ‘콜 스테롤’을 그리고 2명이 

‘지방’을 주의하고 있다고 답하 다. 한 건강상태에 해

서는 ‘좋다’와 ‘좋은 편이다’고 답한 사람은 8명으로 환자들

은 고지 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환자 6명  건강

을 해서 양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을 각각 4명이 섭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섭취하고 있는 양보충

제에는 비타민제제나 자양강장제가, 건강보조식품에는 연

근엑기스, 홍삼엑기스 등이 있었다. 선행 연구(28)에서 건강

에 한 염려도가 높을 때 양보충제 섭취율이 높았고, 건

강자각 증상을 많이 느낄수록 건강식품 섭취율이 높다고 보

고한 연구(2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건강유지를 한 실천 방법으로 ‘운동’을 10명이 하고 있

었고, ‘식이조 ’ 1명만이 시도하고 있어, 고지 증치료에 도

움이 되는 식이조 에 한 인식은 낮아 양교육이 필요함

을 볼 수 있었다. 

걷기, 조깅, 자 거타기와 같은 하고 규칙 인 호기성 

운동은 총콜 스테롤과 LDL-콜 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

고, 지단백효소(lipoprotein lipase; LPL)활성과 HDL-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ttention to health care 
and exercise of patients

Variable Items N (%)

Shape of residence 
A private residence 

Dormitory
Others

12 (85.8)
 1 (7.1)
 1 (7.1)

Income (104 won/month)

<200
201～300
301～400
>501

 4 (28.6)
 1 (7.1)
 7 (50.0)
 2 (14.3)

Attention to health
Moderate
Much

Very much

 3 (21.4)
 9 (64.3)
 2 (14.3)

Concern about nutrient by 
meal

Cholesterol
Fat
Salt

Condiment

 6 (71.6)
 2 (14.2)
 1 (7.1)
 1 (7.1)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Very bad
Bad
Not bad
Good

2
4
4
4

Use of nutritional 
supplements/ functional foods 

Yes
No

 4 (28.6)
10 (71.4)

Health care method
Exercise

Meal regulation
Clam

10 (83.4)
 1 (8.3)
 1 (8.3)

Activity level
Light 
Moderate 
High

 5 (41.7)
 4 (33.3)
 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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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롤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고(30), 한 년남

성의 경우 2달간 1주일에 3일 이상을 30분씩을 운동하면 유

의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31)된 바 있다. 연구 상

자들의 경우 부분이 비교  운동을 규칙 으로 하고 있어 

지속 으로 식이요법과 병행할 경우 더 큰 고지 증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음주  흡연실태

음주의 섭취는 많은 연구에서 지질농도  지단백 

사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2), 알코올 섭취 정

도와 지질 농도와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고음주

군이 비음주군에 비하여  콜 스테롤과 성지방 농도

가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33)하기도 하 다.

본 연구 상자들의 음주섭취습 에 해서는 Table 2와 

같이 체 환자 14명  11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의 

종류로는 ‘소주’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맥주’, ‘막

걸리’, ‘양주’, ‘ 포도주’ 순으로 나타났다. ‘05 국민건강ㆍ

양조사(1)에서 30～49세 남성에서 주요에 지 원에서 ‘소

주’가 2 를 차지할 정도로 섭취열량에서 많은 비 을 차지

하는 것과 연 되어 보인다. 술 섭취빈도에서는 ‘주 1～2회’

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류층 년남성들은 술의 섭취와 빈도가 증가할수록 

비만해지고 청 콜 스테롤, 성지방, GPT 등이 높아져서 

만성퇴행성질환의 험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는데(33), 

본 연구의 상자가 고지 증환자라는 을 감안하면 술의 

섭취는 주의가 요구된다.

흡연은  콜 스테롤과 성지방의 증가, HDL-콜

스테롤의 감소 등의 지질 사 이상과 상동맥질환의 발병 

Table 2.  Characteristics of alcohol consumption and smok-
ing habit of patients

Variable Items   N (%)

Drinking
Yes
No

11 (78.6)
 3 (21.4)

Alcohol type 
(double respond)

Sojoo
Beer

Makgeolli
Whisky
Wine

11 (40.8)
 7 (25.9)
 3 (11.1)
 3 (11.1)
 3 (11.1)

Alcohol intake frequency 
1～2 times/week
3～4 times/week 
1 time /month

 9 (82.0)
 1 (9.1)
 1 (9.1)

Smoking experience
Yes
No

10 (71.4)
 4 (28.6)

 Cessation of smoking
Yes
No

 1 (10.0)
 9 (90.0)

Smoking period
<20 year
≥21 year

 3 (33.4)
 6 (66.6)

Smoking amount
10 
20 
21～25 

 3 (33.4)
 3 (33.3)
 3 (33.3)

 진 에 향을 주는 콜 스테롤 증의 독립 인 험인

자로 잘 알려져 있다(30). 한 흡연은 체내 지질과산화물을 

증가시키고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심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2～3배 높

다고 한다(34). 조사 환자의 흡연 련 습 은, 10명이 ‘흡연

경험’이 있었고, 이  한명만이 연을 하 고 나머지 9명이 

계속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체 환자  64.3%의 흡연

율로 ‘05 국민건강ㆍ 양조사’(1)에서 40～49세 남성 상으

로 보고된 흡연율 수치인 55.2%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한 

이들은 20년 이상의 흡연기간을 보 다. 하루 흡연량은 ‘반 

갑(10개피)’, ‘한 갑(20개피)’, ‘21개피이상’이 동일한 비율을 

보 다. Lee 등(35)은 비흡연자에 비해 하루에 20개피 이상

의 담배를 피우는 경우 콜 스테롤과 성지방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 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HDL-콜

스테롤 농도가 낮으며, 연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가역

으로 변화된다고 하 다. 따라서 흡연이 고콜 스테롤

증에 음주와 더불어 험요인임을 환자들에게 인식시킬 필

요가 있어 보 다. 

식생활 특성

조사 상자의 식품섭취빈도에서 채소류 섭취는 ‘거의 매

일(8명)’이 ‘일주일에 3～5일(5명)’, ‘거의 안 먹는다(1명)’에 

비해 높은 비 을 차지하 다(Table 3). 과일 섭취에서는 환

자들 11명이 ‘일주일에 3～5일’을 섭취한다고 응답하 고, 

 콜 스테롤 하에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부나 

콩 제품 한 ‘일주일에 3～5일 섭취한다’는 비율이 12명으

로 높았다.

Lee 등(36)의 연구에서 정상콜 스테롤군보다 고콜 스

테롤 환자군의 식생활에서 ‘고지방류ㆍ생크림ㆍ버터를 자주 

먹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

Table 3.  Intake frequency of foods

Variables Items N (%)

Vegetables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1 (7.1)
 5 (35.7)
 8 (57.2)

Fruit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3 (21.4)
11 (78.6)
 0 (0.0)

Tubu or bean 
product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0 (0.0)
12 (85.7)
 2 (14.3)

High fat meat, 
cream and butter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2 (14.3)
12 (85.7)
 0 (0.0)

Egg yolk, organ 
meat, cuttlefish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4 (28.6)
 9 (64.3)
 1 (7.1)

Fried food
Seldom

Often (3～5 times/week)
Everyday

 5 (35.7)
 8 (57.2)
 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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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기름이 많은 고기 버터, 생크림’은 ‘1주일에 3～5일’

이 12명, ‘계란노른자, 어육류 내장, 오징어’와 ‘기름이 많은 

음식, 마요네즈’의 경우 ‘1주일에 3～5일’ 섭취하는 비율이 

각각 9명과 8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본 환자들은 앞서 

식습 에서 조사된 콜 스테롤에 주의한다고 응답한 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실생활에서의 실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 지  에 지 양소의 섭취량과 이를 한국인 양섭

취기 (KDRI, 2005)에 한 섭취비율로 환산한 값을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열량섭취는 ‘05 국민건강ㆍ 양조사결과(1)에 의하면 30 

～49세의 1일 평균섭취량은 2,446.3 kcal로 양섭취기 의 

101.9% 해당하는 것에 반해, 본 조사 상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791 kcal로 한국인 성인남성 필요추정량인 2400 

kcal의 74.6% 수 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Choi(37)의 고지

증 성인남성을 상으로 연구에서는 2152 kcal의 섭취량

을 보인 것에 비하면 본 환자들의 경우는 많이 낮은 값을 

보 는데 이들 부분이 사무직 종사자 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 

당질의 섭취량은 248 g으로 ’05 국민건강ㆍ 양조사(1)의 

30～49세의 1일 평균섭취량인 352 g보다 낮은 수 을 보 다.

단백질 섭취량은 76.7 g이었으며, ’05 국민건강ㆍ 양조사

(1)의 30～49세의 1일 평균섭취량인 95 g보다 낮은 양이었으

나 성인남성 권장섭취량의 139.5% 수 으로, 한국인의 양

섭취기 을 상회하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었고, 단백질 

공 원은 동물성/식물성 비가 1을 넘어 동물성 단백질의 섭

취가 다소 높았다. 따라서  콜 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 은 육류를 선택하거나 지방산 조성이 좋은 

어류 는 콩 단백질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섭취량은 45.9 g으로, ’05 국민건강ㆍ 양조사(1)의 

Table 4.  Mean daily intake of energy and caloric nutrient 
and DRI%

Nutrient Intake amount  DRI %

Energy (kcal)
Carbohydrate (g)
Protein (g)
Animal/plant ratio
Fat (g)
Animal/plant ratio
C:F:P3)

P/M/S4)

Cholestrol (mg)

1791.4±310.91)
 248.3±43.1
  76.7±16.5

1.17
  45.9±14.2

2.57
56.5:23.0:17.3
1.04:1.33:1.0
 262.1±83.2

 74.6 (EAR)2)

 
139.4 (RI)
 
 
 
 
 
87.4

1)Values are mean±SD.
2)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RI: Recommended 
Intake.
3)C:F:P＝Carbohyrate : Protein : Fat
4)PUFA(P): polyunsaturated fatty acid, MUFA(M): mono-
unsaturated fatty acid, SFA(S): Saturated fatty acid, P/M/S: 
PUFA : MUFA : SFA ratio.

30～49세의 1일 평균섭취량인 55.7 g보다 낮은 양이었으며, 

고지 증을 상으로 한 Choi(37)의 지방섭취량 46.99 g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지방의 공 원에 있어서 동물성/식물

성 비는 2.15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높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식품섭취빈도조사에서 동물성 지방 식품의 섭취비

율이 높은 것과 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양소의 열량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비

율은 56.5:23:17.3로서, 한국인 양섭취기  권장비율인 55 

～70:15～20:7～20에 비해 지방의 섭취가 다소 높았다. 이런 

결과는 고지 증을 상으로 한 Park 등(38)의 섭취비율인 

58.8:22.7:18.4와 비슷하 으며, 한국인 고지 증 환자의 지

침서에 제시한 비율(60～65:15～20:15～20)과 Choi(37)가 

보고한 섭취비율(63.2:21.5:15.3)에 비해서는 본 환자의 경우 

당질의 섭취 비가 낮고, 지방 섭취 비는 다소 높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증 환자의 식사지침에서 제시

하는 권장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은 그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고지 증 환자의 

체내에 미치는 향이 다른데, 특히 포화지방산은  콜

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  지방산들의 불균형이 

콜 스테롤의 농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본 연구 상자의 지방산 섭취량  P/M/S 비율은 1.04: 

1.33:1.0로 고지 증 지침에서 권장하는 1.0:1.0～1.5:1.0에 

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 스테롤 섭취량은 

262.1 mg으로, 양섭취기  300 mg 이하로 섭취하고 있었

지만, 한국고지 증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콜 스테롤 

권장량인 200 mg미만보다 높은 수 이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심 질환 환자들의 식사섭취양상에

서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산, 콜 스테롤의 섭취량이 

높았다는 보고(39)와 상동맥질환환자들의 식사섭취양상

에서 총 지방과 콜 스테롤 섭취수 이 높았던 결과(40)와 

비교하여 볼 때, 본 환자들 식사섭취양상에서도 지방, 콜

스테롤의 수 이 높아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양소의 섭취상태에서 만성질환의 이환의 험

한 요인을 이고 방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

화하도록 하기 해서는, 섭취하는 지방  지방산의 균형성

은 물론 반 인 균형 인 식이섭취의 요성을 인식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지속 으로 식사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식사나 식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 인 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 환자선정 당시의 지질 값과 여러 요인들 간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알코올 섭취량과 외식 빈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외식 

빈도가 잦을수록(p<0.01)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hoi(3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한 알코올 섭취량과 BMI가 유의 인 상 성을 나타났는데

(p<0.05), 이는 년남성들에서 술의 섭취와 빈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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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item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1) β T R2 F value

Alcohol intake Frequency eating out 5.778 1.603 0.721 6.604 0.004 12.986**

BMI Alcohol intake 0.196 0.066 0.652 2.977 0.012 8.864*

HDL-C
Exercise

19.803 4.408 0.792 4.492 0.001 20.179
**

AI -1.933 0.677 -0.636 -2.853 0.015 8.140*

1)Standard error. *p<0.05, **p<0.01.

Table 6.  Changes on perception and health condition after taking onion powder 

Variables Items  N (%)

Feeling after intake onion powder

Nothing special
Satiety

Unpleasant feeling
Others

 9 (64.4)
 3 (21.4)
 1 (7.1)
 1 (7.1)

Defecation feeling after taking powder
As normal

More than normal
Waterly feces 

 9 (64.3)
 2 (14.3)
 3 (21.4)

Feeling about health
No change
A little better
I don't know

 4 (28.6)
 5 (35.7)
 5 (35.7)

Expectation about health 
Getting more or less better
Getting much better

No idea

10 (71.4)
 2 (14.3)
 2 (14.3)

Intention to continuous taking
Will quit after my health is recovered

Will continue
No idea

 3 (21.4)
 8 (57.2)
 3 (21.4)

Expectation on efficacy of onion
(double respond)

Weight control
Antidiabetic  

Anticarcinogenic
Anti-atherogenic, Anti-hyperlipidemic 

Others

 1 (6.7)
 1 (6.7)
 1 (6.7)
11 (73.2)
 1 (6.7)

수록 비만이 증가했다는  연구(33)와 비슷한 결과 다. 

운동의 경우 청 HDL-콜 스테롤과 양의 상 성을 보

고(p<0.01) AI와는 음의 상 성(p<0.05)을 보 다. 운동

과 HDL-콜 스테롤의 이러한 상 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30) 운동을 하는 경우 비운동자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HDL-콜 스테롤 농도를 보 다고 하 다. 한 

활동도가 증가할수록 HDL-콜 스테롤 농도를 상승시킨다

고 보고(31)처럼 지속 인 운동을 통한 HDL-콜 스테롤의 

향상은 지질 양상에 정 인 향을  것이다.

상 성 결과를 종합하면, 고지 증 환자인 본 연구 상자

들은 정체 을 유지하도록 하고 알코올의 섭취빈도  외

식 빈도를 이도록 하며, 지속 인 운동을 권하는 양교육

이 요구된다.

양 가루 섭취 후의 식습   섭취변화

조사 상자의 재기간 동안 모든 상자들이 매일 10 g

의 양 가루를 섭취하 으며,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아 1명

이 2주간 출장 등으로 불규칙하게 섭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칙 으로 복용하 다고 답하 다(Table 6).

양 가루 섭취 시 느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9명)’

가 부분이 차지하 으며, ‘포만감이 느껴졌다(3명)’라고 

응답한 환자들도 있었는데, 이는 양 에 많이 함유된 섬유소

의 만복감을 주는 기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양 가루 섭취 후에 배변에 한 느낌에 한 항목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9명)’가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무

른 변을 보게 됨(3명)’, ‘배변의 양이 많아짐(2명)’ 순으로 나

타났다. 2명의 상자의 경우 양 가루 섭취를 시작한 기

에 2～3일간 설사성 변을 보았다고 화로 문의를 해왔으나 

응하면서 이런 상은 해소가 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무른 변을 보게 되거나 배변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양 가루

를 섭취함으로써 평소에 섭취하는 식이섬유의 섭취량보다 

많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양 에는 불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두 식이섬유의 한 조합은 

변양의 증가와 더불어 유익한 장환경에 더 효과 일 것

으로 사료된다.

양 를 섭취한 후 환자들이 가지는 건강에 한 느낌은 

‘조  좋아졌다(5명)’, ‘잘 모르겠다(5명)’, ‘그 로이다(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 으로 섭취한다면 건강에 해 측

되는 기 에서는 ‘다소 좋아질 것이다’가 10명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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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on anthropometric data of patients before 
and after taking onion powder 

Variables Before  After

Height (cm)
Weight (kg)
BMI

2) 
(kg/m

2
)

WHR
Fat mass (%)
LBM (kg)
TBW (kg)
SBP (mmHg)
DSP (mmHg)

170.6±6.31)
70.6±8.0
24.2±1.9
 0.9±0.0
14.2±3.0
56.4±7.0
39.1±4.9
122.1±11.2
77.1±9.1

170.6±6.3
 70.4±7.9
 24.1±2.0
  0.9±0.0
 14.2±3.0
 55.0±6.7
 39.9±5.3
123.6±8.4
 80.0±6.8

1)Values are mean±SD.
2)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LBM: lean body 
mass, TBW: total body wate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았고, ‘아주 좋아질 것이다’가 2명으로 부분의 환자가 건강

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으며, 8명은 양 가루의 

섭취를 계속하겠다고 답하 다. 

양 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 거라고 상하느냐는 물음에 

조사 상자의 부분인 11명이 ‘동맥경화와 고지 증에 효

과’라고 응답하 는데, 이는 고지 증 환자로 본 연구에 참

여하 으므로 나타난 상으로 여겨진다. 

종합 으로 볼 때 환자들은 양 가루 섭취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3개월간의 양 가루 섭취 과 

후의 체성분과 체격지수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7).

이는 3개월의 양 가루 섭취가 체지방을 이기에는 무 

짧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고지 증 

성인을 상으로 양 농축액을 공 한 Hwang 등(24)과 양

알코올 추출물을 이용한 Nam 등(25)의 연구와 일치하

으며, 한편으로는 양 가루가 체성분이나 정상 인 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향이 없이 지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

여 안 하게 고지 증을 완화시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생화학  특성

양 가루 섭취 의 조사 상자들은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은 높은 상태로 고지 증 정을 받은 성인 

남성들이었으나, 성지방과 HDL-콜 스테롤이 정상범

에 있었다(Table 8).

Bordia 등은(41)에서 양 가 마늘과 함께 지질을 낮

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Hwang 등(24)의 

연구에 의하면 무안군 주민의 하루 양 섭취량은 모든 연령 

군에서 25 g에 달하며,  총 콜 스테롤은 ‘98 국민건강ㆍ

양조사’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낮은 농도 고, 성지방은 

주지역 평균  성지방 농도보다 낮게 나타나 양 의 

섭취가 지질수 을 낮추는데 효과 임을 시사한다고 

Table 8. Effects of onion powder on lipid profiles in serum 
in hyperlipidemic patients

Variables Before After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LDL (mg/dL)
AI
2)

GOT (U/L)
GPT (U/L)

270.8±21.41)
132.8±26.8
 46.6±10.6
174.2±28.2
 0.28±1.0
  4.5±1.3
 31.8±6.1
 33.2±10.1

234.0±29.8**
152.3±40.5**
 49.2±9.0
149.5±33.5**
 0.34±1.0
  3.9±0.9*
 32.8±6.0
 31.5±7.9

1)Values are mean±SD.
2)AI (Atherogenic index)＝(Total-cholestrol－HDL-cholestrol)/ 
HDL-cholestrol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by 
paired t-test.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양 의 추가 인 섭취는 양  여 에 

비해 양  섭취 후에  총 콜 스테롤 농도를 유의

(p<0.01)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 고지 증 환자를 

상으로 한 Hwang 등(24)의 보고와 동물실험을 통해 양 의 

공 이  콜 스테롤을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다수

(19-23)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LDL-콜 스테롤 농도 한 양 섭취 후에 에 비해 유

의 으로 감소(p<0.01)하여, 양 농축액을 고지 증 성인에

게 공 한 Hwang 등(24)의 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한 양 의 

공 이 LDL-콜 스테롤을 유의 으로 낮췄다는 Hong 등

(23)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식생활에 변화를 주

지 않고 단지 양 가루만 추가 섭취함으로써 총 콜 스테롤

과 LDL-콜 스테롤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것은 그 의

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 HDL-콜 스테롤 농도는 양 가루 

섭취 에 비해 양 섭취 후에 유의 이지는 않았으나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런 상은 고지 증 성인에게 

양 즙을 공 한 Hwang 등(24)과 양 알코올 추출물을 공

한 Nam 등(2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동물실험을 통한 

다수의 연구(18,23)에서도 HDL-콜 스테롤은 유의 인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HDL-콜 스테롤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LDL-콜 스테롤은 유의 으로 감소하여 

HDL/LDL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양 가루의 섭취가 

지질 개선에 정 인 효과를 보 다.

TG 농도는 132.8±26.8 mg/dL에서 152.3±40.5 mg/dL로 

양 섭취 에 비해 오히려 유의 으로 상승하 다(p<0.01). 

그러나 이 값은 ‘05 국민 건강ㆍ 양조사(1)’에서 보고된 

국 평균 청 TG 농도(170.3±7.27 mg/dL)보다 낮았으며, 

우리나라 45～54세 고지 증군에서 조사된 평균값(42)인  

272.1 mg/dL나 Sin 등(43)이 제시한 고 성지방 증 정 

값인 200 mg/dL보다는 낮은 값이었다. Hwang 등(44)과 

Nam 등(25)이 양 즙을 각각 12주와 8주간 섭취한 후 TG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한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Hwang 등(44)과 Nam 등(25)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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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작 시 TG 농도가 각각 265.1±88.9 mg/dL와 176.3± 
70.4 mg/dL 던 반면, 본 연구의 환자들은 정상범 인 

132.8±26.8 mg/dL의 값을 보 었고, 본 연구에서는 양  

300 g의 양을 투여하 으나 두 연구(25,44)에서는 양 즙으

로 양  500 g에 해당하는 농축액을 공 하 으므로 이런 

실험조건의 차이가 연구자간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총 콜 스테롤은 본 환자들이 높았는데 더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TG는 Hwang 등(44)과 Nam 등(25)

의 연구 상자에서 더 높았는데 본 연구와 달리 유의 으로 

감소하여 양 시료가 지질 값이 더 높은 환자들에서 효과

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각 연구자들의 상자들

이 어떤 식사를 하 는가에 따라서도 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g. 1에는 양 가루 섭취 과 후에 환자 각 개인의 

청 총 콜 스테롤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환자 14명  양 가루 섭취 후에 기의 총 콜 스테롤 

값에서 증가한 환자는 1명이었으며, 이 환자는 Table 6에서 

설명한 섭취 순응도가 낮았던 환자로 2주간 출장과 스트

스로 인한 피부문제가 있어 피부병 약을 섭취하 다고 마지

막 설문조사에서 진술하 는데 이런 개인의 문제가 양 섭

취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동맥경화지수(AI)가 양 가루 섭취로 유의 으로 

낮아졌으며(p<0.05), 이는 장기간에 양 를 규칙 으로 섭

취한다면 청지질 수 의 감소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의 

방효과도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이나 사람에 있어 간 기능 장애지표로 이용되는 

GOT, GPT의 농도는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등으로 인해 간 

실질세포의 장애가 발생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양 여 과 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Hwang 등(24)과 Nam 등(2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으며 모두 정상 값 범 에 속하 다. 

이와 같은 양 의 청지질 개선 효과는 양 에 다량 함유

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flavonoids로 인한 효과라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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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dividual changes of total cholesterol in serum after 
12-weeks-intake of onion powder.

있다.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섬유소는 소화기 에서 수화

되면서 gel을 형성하여 양소 확산을 방해하여 지질흡수를 

감소시키거나, 담즙의 재흡수를 방해, 는 장 내 발효산

물인 propionic acid가 β-hydroxy-3 methylglutaryl coen-

zyme A(HMG-CoA) reductase의 방해 인자로 작용하여 

 콜 스테롤 수 을 효과 으로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45). Flavonoids는 콜 스테롤의 합성을 하시킨다고 알

려져 있는데, 식이섬유와 유사한 기 으로 변으로의 지방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담즙 산 합성 증가와 더불어 

LDL-수용체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단백 사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 다(45). 한 고지방식이를 먹인 흰쥐

에게 flavonoid를 식이의 0.1% 공 하 을 때 장과 간의 

총 콜 스테롤 함량과 HMG-CoA 활성이 조군보다 낮았

다고 보고(46)하 고, An과 Kim(21)의 연구에서는 다른 양

시료에 비해 양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하게 체내 지

방수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에탄올에 용출되는 라보

노이드의 향으로  지질수 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하 다. 다른 연구(47-50)에서도 flavonoids인 quercetin

과 cathechin이 고콜 스테롤을 섭취시킨 흰쥐의 청과 간

의 콜 스테롤  성지방 수 을 하시키는 효과를 보

다고 하 으며, quercetin이 in vitro에서 항산화 효과  

LDL 항산화능력이 확인되어 LDL-산화물질이 동맥경화성 

라그의 간물질인 을 감안한다면 flavonoid는 상동

맥질환을 효과 으로 방하는 인자로 기 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외에도 양 에는 마늘과 함께 황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

어 고지 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41)가 있으며, Han 

등(51)도 양 의 함황 성분인 S-propyl cystein이 apo-100

을 가지고 있는 LDL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성지방과 콜

스테롤의 분비를 해한다고 하 다. 따라서 양 의  

콜 스테롤 개선 효과는 이러한 여러 물질에 의한 복합 인 

감소효과라 설명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양 가루의 섭취는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를 유의 으로 감소시켜 고지 증을 완화

시키며 동맥경화지수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지방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의해야 

할 이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지 증 정을 받은 40～50  남성 14명

에게 12주 동안의 양 가루 섭취가 고지 증의 완화에 향

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양 섭취 과 후의 식이조사, 식

생활조사, 식습  조사    지질의 변화를 비교 고찰하

다. 고지 증 환자의 부분이 식사 시에 ‘콜 스테롤’, ‘지

방’을 주의한다고 하 다. 건강유지 방법으로는 주로 ‘운동’

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방 식품의 섭취빈도는 ‘기름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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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버터, 생크림’은 ‘1주일에 3～5일(12명)’, ‘계란노른자, 

어육류 내장, 오징어’는 ‘1주일에 3～5일’(9명), ‘기름이 많은 

음식, 마요네즈’는 1주일에 3～5일’(8명)로 나타났다. 열량

양소의 섭취비율은 고지 증 치료지침에 비하여 당질은 낮

게, 지방과 콜 스테롤은 다소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 조사 

요인들 간의 상 계에서는 외식 빈도의 증가에 따라 알코

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p<0.01)으로, 알코올 섭취량은 

BMI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운동의 경

우 HDL-콜 스테롤에는 양의 상 성(p<0.01)을, AI에는 

음의 상 성(p<0.05)을 보이면서 향을 주었다. 양 가루 

섭취 후의 건강의 느낌 변화  기 에서는 부분의 환자들

(12명)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 으며, 앞으로도 

양 가루를 계속 섭취하겠다고 응답한 환자는 8명이었다. 

양 가루 섭취로 환자의 체성분에서 어떤 유의 인 변화도 

유발시키지 못하 다. 양 가루 섭취로 총 콜 스테롤

(p<0.01)과 LDL-콜 스테롤(p<0.01)  동맥경화지수

(p<0.05)가 유의 으로 감소하 고, GOT와 GPT는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 가루의 보충 섭취가 고지 증 

환자들에서  지질수 과 동맥경화지수를 유의 으로 

감소시키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록 정상 범 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나 성지방의 농도가 

유의 으로 증가한 것은 유의해야 할 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환자들만을 상 로 

12주간의 재기간을 통한 실험을 하 으나 짧은 기간이었

고, 약군을 실시하지 못하여 양 의 충분한 효과를 논하기

에는 부족한 이 분명히 있다. 다만 다른 식생활의 변화나 

약물의 사용 없이 양 가루의 섭취만으로  지질 값이 

유의 으로 감소한 것은 양 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가능

성은 보여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더 많은 실험 상자들

을 상 로 조군과 실험군의 비교를 통한 장기간의 임상실

험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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