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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onion juice on the serum lipid components and blood

pressure in obese rats fed high fat diets. Thirty-nine of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and were treated for 8 weeks: (1) normal diet (ND); (2) high fat diet (HFD); (3) HFD for first 4 weeks

and high fat diet with 40% onion juice for the last 4weeks (H-H+O); (4) HFD with 40% onion juice for

8 weeks (H+O); (5) HFD for first 4 weeks and ND for the last 4 weeks (H-N); (6) HFD for first 4 weeks

and ND with 40% onion juice for the last 4 weeks (H-N+O). The rates of increasing body weight were

reduced in H+O and H-H+O groups compared with HFD group. The levels of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and total cholesterol in blood serum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H+O and

H-H+O groups compared with the HFD group. Administration of onion reduced the size of adipocyte,

steatosis, and serum hyperlipidemia in obese rats fed HFD. Moreover, the antihypertensive effects of onion

were observed in obesity rat fed HFD.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onion reduces the serum lipid components

and improves hypertension in obese rat fed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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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뇌졸중 등 다양한 성

인병의 원인으로서, 신체의 에너지 요구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여 체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다량의 지방이 지방세포 내에 축적되면, 지

방세포의 수와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28, 29], 고인

슐린혈증 [2, 9] 및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20, 21]과 지방간이 동반된다. 이러한 체내 변화와 동시

에, 고지혈증, 고혈압 및 혈관염증 인자 증가에 의한 심

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파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야채와 향신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무

기질, 비타민 C 등이 풍부한 당질로 이루어져 있다 [32].

양파에는 다량의 flavonoid가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작

용을 나타내는 quercetin, quercitrin, rutin 등 flavonoid계

색소와 체내 지방수준 저하에 효과적인 allyl propyl

disulfide 및 diallyl disulfide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양파의 작용으로, 심혈관계질환 예방효

과 [1, 6], 항산화 작용 [5, 7, 36], 항균효과 [26], xanthine

oxidase 저해작용 [3], 중금속 해독작용 [4], 항암효과 [8]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또한, 양파의 혈당 및 콜

레스테롤 저하효과 [10, 11, 14]가 보고되어 있고, Yoko

등 [33]에 의해 N(G)-nitro-L-arginine methyl ester(L-

NAME) 유도 고혈압 동물모델과 선천성 고혈압 동물모

델에서 양파의 항고혈압효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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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후, 양파음료

를 먹인 군과, 고지방식이와 양파음료를 병행공급한 군

을 비교하여, 비만의 병적 상태 및 혈관질환에 미치는

양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실험설계

본 실험에서는 평균 체중이 49 ± 1.7 g인 3주령의 수

컷 Sprague-Dawley(SD)계 흰쥐를 오리엔트 바이오(한

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주간 기본사료로 적응시

킨 후, 6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8주간 실험하였고, 사료

와 음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 동물 사육

실은 12시간 간격으로 명암을 조절하였고, 온도는

23 ± 2oC, 습도는 50~60%를 유지하였다. 동물실험은 제

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침에 준하여 수행하

였다.

실험 동물은 6군으로 분류되었으며, Table 1에 나타내

었다. 8주간 일반사료(5L79; LabDiet, USA)를 식이 한

군(ND; n = 4)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고, 8주간 고지방사

료(Dyets#101556; Dyets, USA)를 식이 한 군(HFD; n =

7)을 고지방 식이 대조군으로 두었다. 실험군은 4주간

고지방사료를 식이하고, 다음 4주간 고지방사료 식이와

40% 양파 음료를 마신 군(H-H+O; n = 7), 8주간 고지방

사료와 40% 양파 음료를 같이 공급한 군(H+O; n = 7),

4주간 고지방 사료 식이 후, 다음 4주간 일반사료 식이

한 군(H-N; n = 7), 마지막으로 4주간 고지방 사료 식이

를 한 후, 다음 4주간 일반사료와 40% 양파 음료를 함

께 공급한 군(H-N+O; n = 7)으로 분류하였다. 

사료는 분말사료통을 이용하여 일정량씩 매일 공급

하였으며, 각 사료의 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양

파는 녹즙기(KP-E1304; 베스트그린라이프, 한국)를 이

용하여 착즙하고 물과 혼합하여 40% 양파 음료를 제

조하였다.

체중 및 증체율

체중은 2일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pm 5:30)에 디지털

계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증체율은 ‘(실험 종료

체중-실험 시작 체중)/실험 시작 체중’으로 계산하였다.

식이량, 음수량, 식이효율

식이량과 음수량은 2일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pm

5:30)에 측정하였고, 식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은 ‘8

주간의 증체량/8주간의 식이량’으로 계산하였다.

혈압 측정

모든 동물의 수축기 혈압은 실험 시작과 종료 직후에

tail cuff method [23]로 power lab. 혈압측정기(Powerlab

2/25; AD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

험동물은 36oC로 조절된 heating box에서 10분간 안정

을 취한 후 blood pressure transducer(MLT1050; AD

Instruments, USA)을 사용하여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physiograph(Chart5 for window program; AD Instruments,

USA)로 혈압을 분석하였다.

채혈 및 장기 중량 측정

실험이 종료되고 모든 실험동물을 CO2로 안락사 하

여, 후대정맥에서 혈액을 얻었다. 혈액은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뒤, −20oC 냉동 보

관하였다. 복부 지방, 부고환 지방과 고환을 적출하여 무

Table 1. Groups of experiments

Experimental groups 0-4 weeks 5-8 weeks

ND Normal diet Normal diet

HFD High fat diet High fat diet

H-H+O High fat diet High fat diet + Onion

H+O High fat diet + Onion High fat diet + Onion

H-N High fat diet Normal diet

H-N+O High fat diet Normal diet + Onion

ND: normal diet for 8 weeks; HFD: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8 weeks; H-H+O: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high fat diet with onion juice for 4 weeks; H+O: high fat diet with onion juice for 8 weeks; H-N: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normal diet with water for 4 weeks; H-N+O: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normal diet 

with onion juice for 4 weeks.

Table 2. Compositions of high fat diet and normal diet 

Proximate profiles High fat diet Normal diet

Protein 17.7% 18.0%

Fat 40.0% 5.2%

Fiber 5.0% 5.2%

Ash 4.0% 5.7%

Moisture 3.3% 4.3%

Carbohydrate 31.4%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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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정 후, 실험동물의 체중에 대한 상대중량을 구하였

다. 상대중량(%)은 ‘(장기 중량/체중) × 100’으로 계산하

였다.

혈청 중 지질 및 C-reactive protein(CRP), lipase,

leptin 함량

혈청 지질 인자인 중성지방(TG), 총콜레스테롤(TC),

high density lipoprotein(HDL)-콜레스테롤(HDL-C), low

density lipoprotein(LDL)-콜레스테롤(LDL-C)의 농도와

CRP, 그리고 lipase 농도를 혈청 생화학 분석기(Bayer

Express 550; Bay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청

중 leptin 함량은 ELISA assay kit(Leptin ELISA kit;

Biovendor Laboratory, Czec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방세포 크기 비교

적출한 부고환 지방 중 4.5 g을 collagenase용액에 넣

고, 직경이 2 mm 이하가 되도록 가위로 잘게 잘랐다.

37oC 항온수조에서 40분간 소화시킨 뒤, 거즈로 소화용

액을 걸러내었다. 여과액을 HEPES buffer로 3번 이상

세척한 후, 1,000 rpm에서 30초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의 일부를 소량 채취하여 trypan blue와 1 : 1 비율로 혼

합한 뒤, hemocytometer 상에서 광학현미경으로 100배

의 배율에서 지방세포 크기를 비교하였다. 

간 조직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적출한 간을 10% formalin 용액에 고정하였고, 수세

및 탈수 과정을 거쳐서 paraffin block을 만든 후, 박절

하여 H&E 염색을 하였다. 광학 현미경으로 100배의 배

율에서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E로 표시하였고, ANOVA

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군과의 비

교를 위하여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체중 변화

8주간의 체중 변화와 증체율은 각각 Fig. 1,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고지방 식이 대조군

의 체중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고지방 사

료 식이와 함께 양파음료를 마신 군과 고지방 식이로 비

만을 유도한 후 양파음료를 마신 군에서 효과적으로 증

체율이 감소되었다. 

식이량, 음수량, 식이효율

식이량과 식이효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고지방

Table 3. Effect of dietary onion juice o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FER)

Diet groups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FER

ND 310.0 ± 15.4 48.6 ± 0.6 0.23 ± 0.01

HFD 424.1 ± 11.0+++ 34.1 ± 0.7+++ 0.45 ± 0.02+++

H-H+O 380.6 ± 5.4++ * 35.3 ± 0.4+++ 0.39 ± 0.01 +++ *

H+O 352.6 ± 17.1+ ** 35.2 ± 0.5+++ 0.37 ± 0.02 +++ **

H-N 333.0 ± 7.1*** 40.3 ± 0.1 +++ *** 0.30 ± 0.01++ *** 

H-N+O 366.4 ± 18.4+ ** 41.1 ± 0.4+++ *** 0.32 ± 0.01+++ *** 

Values are mean ± SE. +p < 0.05, ++p < 0.01, +++p < 0.001 vs. ND; *p < 0.05, **p < 0.01, ***p < 0.001 vs. HFD.

Fig. 1. Changes of body weights in normal and high fat

diet rats treated with or without onion juice. ND: normal

diet for 8 weeks, n = 4; HFD: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8 weeks, n = 7; H-H+O: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high fat diet with onion juice for 4 weeks,

n = 7; H+O: high fat diet with onion juice for 8 weeks,

n = 7; H-N: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normal diet with water for 4 weeks, n = 7; H-N+O: high

fat diet with water for 4 weeks and then normal diet with

onion juice for 4 weeks, n=7; Values are mean ± SE. +
p

< 0.05, ++
p < 0.01, +++

p < 0.001 vs. ND; **
p < 0.01 vs.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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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식이량은 정상 사료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지만,

식이효율은 고지방 식이 대조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하

여 월등히 증가하였고, 고지방 사료를 식이 하면서 양파

음료를 마신 군은 양성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음

수량은 개체당 51.4 ± 2.1 mL/day 로 각 군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축기 혈압 변화

수축기 혈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고지방 사료 식

이 대조군의 혈압이 평균 156.6 mmHg으로, 정상 대조

군에 비해 약 30% 상승하였고, 양파 음료를 음수함으로

써 수축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반 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양파 음료를 마신 군의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지방조직 및 고환의 상대중량

지방조직과 고환의 상대중량은 Table 4에 나타내었

다. 복부지방은 고지방 식이 대조군이 3.79 ± 1.19%로 정

상 대조군의 1.34 ± 1.17% 보다 월등하게 증가하였다. 부

고환 지방 역시,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서 2.85 ± 0.16%

로 정상 대조군 1.28 ± 0.08% 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고지방 사료를 식이하면서 양파 음료를 마신 두 군

(H-H+O, H+O)은 양파 음료를 마신 기간이 길수록 복부

지방과 부고환 지방의 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정

상 사료로 식이를 전환한 두 군(H-N, H-N+O)은 고지방

사료를 식이 하면서 양파 음료를 마신 군들보다도 지방

조직이 감소하였다. 고환은 정상 대조군 0.81 ± 0.06%에

비하여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서 0.61 ± 0.01%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고지방 사료를 식이 하면서 양파 음료를

마신 군의 고환은 0.72 ± 0.01%로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정상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군들의

경우에도 0.68 ± 0.01%으로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하

여 증가하였다.

혈청 내 지질 함량

TG, TC, HDL-C, 그리고 LDL-C의 혈청 수치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TG와 TC 혈청 수치는 고지방 식이 대

조군(TG; 284.0 ± 34.0 mg/dL, TC; 102.6 ± 5.5 mg/dL)에

서 정상 대조군(TG; 121.7 ± 24.0 mg/dL, TC; 73.7 ± 5.4

mg/dL)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파 음료를 마시

거나, 정상 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실험군들의 TG와 TC

혈청 수치는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정상 대조군과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DL-

C의 혈청 수치는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서 25.0 ± 1.5 mg/

dL로 정상 대조군의 16.7 ± 0.7 mg/dL보다 증가하였지

만, 고지방 사료를 식이하면서 양파 음료를 마신 군들에

서는 LDL-C의 함량이 감소하였다.

혈청 내 lipase 및 leptin 함량

혈청 중 lipase 및 leptin 함량은 Fig. 3과 Fig. 4에 나

타내었다. 고지방 식이 대조군의 혈청 lipase 및 leptin 수

치는 각각 210.4 ± 15.7 IU/L, 13.1 ± 1.74 ng/mL로 정상

대조군의 75.3 ± 17.3 IU/L, 3.29 ± 1.43 ng/mL보다 증가하

였다. 고지방 사료를 식이 하면서 양파 음료를 4주간 마

신 군은 각각 119 ± 20.5 IU/L, 6.33 ± 1.33 ng/mL, 8주간

양파 음료를 마신 군은 각각 94.3 ± 7.6 IU/L, 4.55 ± 1.99

Table 4. Effect of onion juice on relative organ weight†

Diet groups Peripheral fat Epididymal fat Testis

ND 1.34 ± 0.17 1.28 ± 0.08 0.81 ± 0.06

HFD 3.79 ± 0.19+++ 2.85 ± 0.16+++ 0.61 ± 0.01+++

H-H+O 3.41 ± 0.17+++ 2.75 ± 0.12+++ 0.67 ± 0.01++

H+O 3.14 ± 0.22+++ * 2.33 ± 0.08+++ * 0.72 ± 0.01** +

H-N 2.07 ± 0.24+ *** 1.58 ± 0.14*** 0.68 ± 0.01++ *

H-N+O 2.16 ± 0.13+ *** 1.70 ± 0.08+ *** 0.69 ± 0.06++ *

†Relative organ weight (%) = (organ weight / B.W.) × 100. Values are mean ± SE. +p < 0.05, ++p < 0.01, +++p < 0.001 vs. ND; 
*
p < 0.05, **p < 0.01, ***p < 0.001 vs. HFD.

Fig. 2. Effect of onion juice on systolic blood pressure.

Values are mean ± SE. +
p < 0.05, ++

p < 0.01, +++
p < 0.001

vs. ND; *
p < 0.05, **

p < 0.01, ***
p < 0.001 vs.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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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mL로 양파 음료를 마신 기간이 길수록 혈청 lipase

및 leptin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4주 후

정상 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군, 정상사료로 식이를 변경

하고 양파음료를 마신 군 모두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혈청 내 CRP 함량

CRP 수준 은 Fig. 5에 나타내었다. 고지방 식이 대조

군의 혈청 CRP 수치는 8.8 ± 1.3 mg/dL로 정상 대조군

의 0.7 ± 0.5 mg/dL보다 증가하였다. 고지방 사료를 식이

하면서 양파 음료를 4주간 마신 군은 2.5 ± 1.0 mg/dL, 8

주간 양파 음료를 마신 군은 2.1 ± 0.6 mg/dl로 고지방 식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4주 후 정상

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군의 CRP 수치는 1.4 ± 0.9 mg/dL

였고, 정상사료로 식이를 변경하고 양파음료를 마신 군

은 1.3 ± 0.7 mg/dL로 두 군 모두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지방세포 크기

부고환 지방세포의 크기 변화는 Fig. 6에 나타내었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고지방 식이 대조군의

지방세포 크기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실

험군들의 지방세포 크기는 고지방 식이 대조군의 것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실험군들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 조직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양파 음료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은 Fig. 7에 나타내

었다.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고지방 식이 대조군은 간

조직 실질 내에 다량의 지방 공포들이 함유된 지방간이

나타났다. 양파 음료를 마신 군과, 정상 사료로 식이를

변경한 군들의 경우, 고지방 식이 군에 비하여 정상적인

Table 5. Effect of onion juice on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contents (mg/dL)

in serum

Diet groups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ND 121.7 ± 24.0 73.7 ± 5.4 27.0 ± 1.5 16.7 ± 0.7

HFD 284.0 ± 34.0+++ 102.6 ± 5.5+ 26.8 ± 0.6 25.0 ± 1.5++

H-H+O 139.5 ± 18.0*** 74.0 ± 5.2* 23.0 ± 1.7 19.3 ± 1.4*

H+O 122.8 ± 12.7*** 75.0 ± 7.8* 28.0 ± 2.0 19.0 ± 2.2*

H-N 128.8 ± 23.1*** 73.8 ± 7.0* 24.6 ± 1.5 17.0 ± 1.5**

H-N+O 130.8 ± 11.7*** 73.4 ± 8.4* 22.8 ± 2.3 18.0 ± 2.2*

Values are mean ± SE. +p < 0.05, ++p < 0.01, +++p < 0.001 vs. ND; *p < 0.05, **p < 0.01, ***p < 0.001 vs. HFD.

Fig. 3. Effect of onion juice on serum lipase level. Values

are mean ± SE. +++
p < 0.001 vs. ND-ND; **

p < 0.01, ***
p <

0.001 vs. HFD.

Fig. 4. Effect of onion juice on serum leptin levels. Values

are mean ± SE. +++
p < 0.001 vs. ND-ND; *

p < 0.05, **
p <

0.01, ***
p < 0.001 vs. HFD.

Fig. 5. Effect of onion juice on serum C-reactive protein

levels. Values are mean ± SE. +++
p < 0.001 vs. ND; ***

p <

0.001 vs.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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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ght micrograpy of white adipocytes in obesity rat induced by high fat diet and effect of onion juice on adipocyte

size. (A) ND, (B) HFD, (C) H-H+O, (D) H+O, (E) H-N, (F) H-N+O.

Fig. 7. Histological findings of the liver in obesity rat induced by high fat diet and effect of onion juice on liver tissue.

(A) ND, (B) HFD, (C) H-H+O, (D) H+O, (E) H-N, (F) H-N+O. H&E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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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간이 완화된 것을 광학

현미경 상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고 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다양한 병적 증상

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만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대

표적인 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방식이는 지방을 체

내에 축적시켜 비만을 유도하는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27], 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고지방사료를 먹

인 군에서는 복부지방과 부고환지방 무게의 증가, 그리

고 체중증가를 동반하는 비만이 유도되었고, 비만을 유

도한 후 한달 간 양파 음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고지

방사료와 양파 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지방조직의 무게

가 감소하고, 체중증가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두 달간 꾸준히 양파 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유

의적인 감소효과를 보임으로써 항비만 효과를 보였다.

또한, 고지방식이에 의하여 혈중 leptin 농도가 증가하는

데, 이것은 체지방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체지방량

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되어 왔다 [13]. 본 실험에서도

고지방식이로 혈청 중 leptin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양파

음료의 섭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

고지방식이에 의하여 비만이 유도되면, 지방세포들의

수와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28, 29]. 비대해진 지

방 세포는 최대 용량의 인슐린으로 자극하여도 당수송

과 당대사가 저하되어 말초조직의 인슐린 저항성 및 고

인슐린혈증이 동반된다 [2, 9].

고인슐린혈증에 의해 HMG-CoA 환원효소가 활성화

되어 TC 합성이 증가하여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발생된

다 [21]. 또한, 높은 지방용해 활성에 의해 간으로의 유

리지방산 유입을 증가시킨다. 유입된 유리지방산은 중

성지방으로 에스테르화 되고, 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 콜레스테롤(VLDL-C)과 LDL-C가 합성되어 혈

중으로 분비되며 [20, 21], 인슐린 저항성은 말초의

lipoprotein lipase의 활성을 억제시켜 VLDL-C의 clearance

를 감소시킨다 [24, 40]. 이 결과 혈중 TG 농도가 증가

하고, 고지혈증이 발생한다. 증가한 TG가 간으로 운반

되거나 또는 간 내에서 TG의 합성, 운반 및 산화과정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지방간이 형성된다 [12, 41]. 본 연

구에서도 두 달간 고지방사료를 먹인 군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였고, 비

만 유도 후 한 달간 양파음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고

지방 사료와 양파 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육안적으로도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고지혈증의 지표인 혈청 중성지방과 혈청 TC 및

LDL-C 역시 고지방사료를 먹인 군에서는 현저하게 증

가하였고, 한 달간 양파 음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고지

방사료와 양파 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

하였다. 간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에, 고지방

사료를 먹인 군에서 지방간이 나타났고, 비만유도 후 한

달간 양파 음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고지방사료와 양

파 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지방간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 소화에 관여하는 혈청 lipase 함

량이 고지방 식이를 한 군에서 현저히 증가하였고, 양파

를 먹인 군에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양파가 고지방사

료로 유도된 비만에서 고지혈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미 비만이 발생한 환자와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 모두에서 양파가 고지혈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

음을 제시한다. 즉, 양파가 혈청 지질 농도 증가를 억제

함과 동시에, 지방 대사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항 고지

혈증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비만은 고환에 영향을 주어

testosterone 분비를 저하시키고, 심각한 비만일 수록 생

식기계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생식기능의

저하는 어린이 비만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어린이 비만과 생식기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4주령의 흰쥐를 사용하여 비만을 유발하였고 고환

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두 달간 고지방 사료를 먹인 군

에서 고환의 무게가 정상군 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비만을 유도하고 한 달간 양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고지방사료와 양파를 먹인 군에서는 고환의 무게

가 증가하여,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양파가 비만에 의해 발생하는 생식기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만에 의한 고혈압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기전이 밝혀

지고 있다. High fat diet와 high sucrose diet가 정상혈압

의 쥐에서 현저하게 동맥혈압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38, 39, 42].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 사료를 먹인

군은 현저하게 수축기 혈압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만을 유도한 후 한달 간 양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양파를 먹인 군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두 달간 양파를 먹인 군은 유의성을 띄

며 감소하였다. High sucrose diet에 의한 고혈압은

oxidative stress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38, 39, 42], oxidative stress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고혈

압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지는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

지만, 최근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에 의한 oxidative stress

로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eNOS)의 발현이 감

소되어 고혈압이 유발됨을 보고하였다 [25]. 광범위 하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flavonoids는 polyphenol

compounds로 음식으로 사용하는 식물과 과일에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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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고, 대표적인 flavonoid인

quercetin은 양파에 다량 포함되어 있다. Quercetin은 혈

관이완 효과와 항혈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17, 22], in vivo [16, 19]와 in vitro [30, 31]에서 강한 항

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Yukiko

등 [44]은 quercetin이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 먹였을 경

우에, eNOS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항고혈압 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양파에 포

함되어 있는 flavonoid 성분인 quercetin의 작용으로 인

해 수축기 혈압의 증가를 억제하는 결과를 얻었을 것이

라 사료된다. 

최근 몇 년간 비만 및 고혈압과 염증인자들의 연관성

이 보고되고 있는데, Rodolphe 등 [43]은 비만환자에서

IL-6 에 의해 간과 지방세포에서 CRP가 생성되어 혈중

에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혈장 내의 CRP 또는

IL-6와 같은 순환 염증 인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지표

로 밝혀졌고, 이 인자들의 수준을 낮추어 주는 물질은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Duprez 등 [18]은 CRP와 동맥경화 인자인 대동맥의

stiffness간의 연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Hommels 등 [23]

은 CRP와 복대동맥 및 신동맥가지의 동맥경화 간의 연

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또한 정상 혈압 군과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장에서 CRP, cytokines(e.g. IL-6,

TNF-α), chemokines(e.g. MCP-1), 그리고 부착인자(e.g.

P-selectin, sICAM-1) 등의 염증인자의 증가가 보고되었

다 [15, 34, 37]. Sesso 등 [35]은 20,525 명의 여성을 조

사하여, CRP 수준이 고혈압 발생 인자로 제시된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사료를 먹여 비만

을 유도한 군에서 혈청 CRP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하였

고, 비만을 유도한 후 한 달간 양파음료를 먹인 군과, 두

달간 양파음료를 먹인 군에서는 기본사료를 먹인 군과

유의하게 혈청 CRP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양파가

혈중의 염증 인자들을 감소시켜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모든 결과에서 비만을 유도한 뒤 기본사료

로 식이를 바꾸어 먹인 군과, 비만을 유도한 뒤 기본사

료와 양파음료를 먹인 군은 고지방사료를 먹인 군에 비

하여, 비만에 의한 병증들이 완화되었고, 기본사료 식이

와 기본사료에 양파음료를 섭취한 군 사이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비만이 유

발되어 있는 경우에 양파를 먹거나, 혹은 고지방 식이와

함께 양파를 섭취 하게 되면, 항고지혈증 효과와 항 고

혈압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양파를 먹으면 단기간 섭취

하는 것보다 항비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파의 황화성분 및 flavonoid

성분 등의 효과와 혈장 염증인자를 감소시키는 능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파와 염증인자와의 관계는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양파의 비만에 대한 효능과 비만에 의해 유도되는 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양파의 섭취로 비만

에 의한 체중 증가 및 고지혈증 등의 병적상태가 완화

되었고, 또한, 고혈압 및 생식기 기능 저하에 대해 개선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양파는 비만에서 혈청지질개선

을 통해 항비만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양파의 항산화 작용, 염증 억제 작용으로 비만에 의한

고혈압 유발에 대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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