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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Allium cepa L.) 음료의 콜린성 활성 증가  뇌신경세포 보호로 
인한 Amyloid β Peptide 유도에 한 인지장애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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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Beverages Improve Amyloid β  Peptide-Induced Cognitive Defects 
via Up-Regulation of Cholinergic Activity and Neuro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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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amine the cognitive function of onion (Allium cepa L.) beverages (odourless and fortified), we 
analyzed in vitro neuronal cell protection against H2O2-induced cytotoxicity and performed in vivo tests on amyloid 
beta (Aβ)-induced cognitive dysfunction. Cellular oxidative stress and cell viability were evaluated by DCF-DA assay 
and MTT assay. These results show that fortified beverage resulted in better neuronal cell protection than odourless 
beverage at lower concentration (0∼100 μg/mL). Fortified beverage also showed more excellent acetylcholinesterase 
(AChE) inhibitory activity (IC50: 4.20 mg/mL) than odourless beverage. The cognitive functions of odourless beverage 
and fortified beverage in Aβ-induced neurotoxicity were assessed by Y-maze, passive avoidance, and Morris water 
maze tests. The results show improved cognitive function in both groups treated with beverages. After in vivo tests, 
cholinergic activities were determined based on AChE inhibition and acetylcholine levels, and antioxidant activities 
were measured as SOD, oxidized glutathione (GSH)/total GSH ratio, and MDA levels in mouse brain tissue. In a 
Q-TOF UPLC/MS system, main compounds were analyzed as follows: odourless beverage (five types of sugars and 
three types of phenolics) and fortified beverages (six types of phenolics and two types of steroidal sapon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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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lzheimer's disease(AD)와 같은 퇴행성 뇌 신경질환은 

amyloid beta(Aβ)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plague의 생성

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Aβ는 40~42개의 아미노

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H2O2를 포함하는 활성산소종의 

세포 내 증가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의 경우 구조 특성상 불포화 지방산과 구성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기관으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DNA, 

지질과산화 및 단백질의 산화를 유도하여 신경세포의 기능 

장애 및 사멸을 유발하여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acetylcholine(ACh)은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로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시냅스 틈으로 분비

되어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신호 

전달 후, acetylcholinesterase(AChE)에 의해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되어 신경전달이 멈추게 된다. 이러한 과

정을 cholinergic system이라 하며, AD 환자의 경우 일반

적으로 ACh의 함량은 적게 존재하는 반면 AChE의 작용은 

지속적으로 촉진되어 신경전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소재들이 개

발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 경향이 변함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기존에 알려진 합성항산화제가 아닌 안전성이 확

보된 식품 소재에서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에 의한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5).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은 간편성, 기호성 및 기능성을 바탕으로 생리활성

을 가지는 영양성분을 중요한 선택요소로 활용하고 있어, 

주원료가 되는 재료는 페놀성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 식이섬유, 항산화성 비타민(C, E)류 등이 풍부한 과

채류 소재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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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Allium cepa L.)는 백합목(Liliales) 부추과(Alliaceae) 

부추속(Allium)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식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미재료 중 하나이다(8). 양파의 경우 항산화 효

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항비만 및 항당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뿐만 아니라 이전의 연구에

서는 양파 분획물의 라디칼 소거능,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과 

같은 in vitro 항산화 효과와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

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10). 또

한, trimethyltin으로 유도한 인지 장애 마우스 모델에서 양

파 과피와 과육 분획물에서 뛰어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물질은 페놀성 

화합물인 quercetin, quercetin 배당체 및 isorhamnetin과 

같은 물질들로 나타났다(11). Allium 종의 향기 성분 중 일

부 함황 물질들은 항산화, 항암, 항혈전 및 항생작용 등의 

생리활성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들 함황 

화합물의 생성 경로는 무취의 비휘발성 cysteine 유도체인 

S-alk(en)yl-L-cysteine sulfoxides가 세포액 내 존재하

는 alliinase에 의하여 가수분해 되면서 pyruvate, ammonia 

및 휘발성 함황 화합물이 생성된다(12,13). 이 중 allyl기를 

가진 함황 화합물은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dimethyl disulfide, ammonia, 

thiosulfinate 등의 물질들이 나타내는 불쾌취로 인한 소비

자의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러한 

불쾌취를 제거하거나 양파 유래 생리활성물질을 강화하면

서 더불어 기호도를 증진할 수 있다면 양파 가공품을 통해 

생리활성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양파 가공

품으로서의 불쾌치 제거 음료(무취음료)와 양파에 포함되어

있는 flavonol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항산화능 

등을 강화시킨 음료 개발에 대한 산업화 연구로서, 본 연구

는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쾌취를 없앤 양파 

무취음료와 생리활성 강화음료가 H2O2에 대한 산화적 스트

레스에서의 뇌신경세포 보효 효과 및 Aβ로 유도된 인지 장

애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2015년 

6월에 수확된 양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과육과 

과피로 분리하여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분쇄하여 냉동보관(-20°C) 

하면서 사용하였다.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H2O2,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 kit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제품을 구입하였다. 

인체 뇌 조직 유래 MC-IXC 신경세포(American Type Cul-

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 배양을 위

해 필요한 MEM 배지와 fetal bovine serum(FBS)은 Gibco 

BRL Co.(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으며, penicillin, streptomycin 및 나머지 시약은 Sigma- 

Aldrich Co.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양파 무취음료 및 강화음료의 제조방법

양파 무취음료는 원물을 과육과 과피로 분리하여 염수로 

1차 세척 후, 정제수로 2차 세척을 해준다. 세척된 양파를 

4~8등분으로 슬라이스 한 후 과열 증기 처리(내분 온도 130 

°C, 스팀온도 350°C, 스팀량 7.8, 처리시간 1분) 하여 4°C 

냉수로 냉각하여 준다. 냉각 처리 후 air spray를 이용하여 

표면의 물기를 처리하여 갈아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취 

양파퓨레에 정제수 3:6.5의 비율로 첨가하고, 80°C에서 1차 

열처리하여 부재료(정제수 : 무취퓨레 : 구연산 : 소금 : 꿀 :

천연결정과당＝65:30:0.05:0.2:1:3.75)를 첨가한 후 혼합

하여 2차 열처리를 통하여 살균하였다. 

강화음료는 무취음료의 생리활성 효능 보완을 위하여 양

파 껍질을 발효주정 : 식초(9:1)로 5시간 추출 후 여과하여 

전체 부피의 5%(v/v)의 함량이 되도록 첨가하였다. 제조된 

음료들은 각각 여과하여 동결 건조했으며, -20°C에 보관하

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신경세포 배양 및 신경세포 보호 효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MC-IXC 세포는 뇌신경세포의 특성

을 가지는 세포로 인체 뇌 조직에서 유래된 것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MC-IXC 세포를 10% 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MEM 

배지에 접종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DCF-DA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 

내에 생성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DCF-DA를 산화시켜 형광

을 내는 DCF로 전환하는데, 이처럼 생성된 형광 물질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에서 생성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14). 실험 방법은 세포 8×103 cell/mL

에 시료 40 μL를 48시간 동안 pre-incubation 한 뒤, 200 

μM H2O2를 3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10 μM DCF-DA를 

넣어 50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50분 후 모든 용액을 제거

한 뒤 PBS 100 μL를 넣고 fluorescence microplate read-

er(Infinite 200, Tecan Co., San Jose, CA, USA)를 사용하

여 485 nm(excitation wave)와 535 nm(emission wave)

에서 형광 정도를 측정하였다(11). Positive control은 비타

민 C(200 μM)를 사용하였고,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함량

은 control에 대한 백분율 단위로 변환시켜 나타냈다(14).

MC-IXC 세포에 대한 신경세포의 생존율은 MTT를 이용

하였다. MTT reduction assay는 mitochondrial dehydro-

genase에 의해 황색의 수용성 기질을 청자색을 띠는 불용성

의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키는 mitochondria의 활성

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15). 실험 방법은 96 well 

plate에 시료 30 μL를 48시간 동안 pre-incubation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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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μM H2O2를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3시간 후 MTT 

시약(5 mg/mL)을 처리하여 37°C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모든 용액을 제거하였고 DMSO 100 μL를 첨가하여 20

분 동안 formazan을 녹였다. Microplate reader(680, Bio- 

Ra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70 nm(determination)

와 690 nm(reference wave)에서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비타민 C(200 μM)를 사용하였고, 세포 생존율은 

control에 대한 백분율 단위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14).

AChE 저해 활성

AChE 저해 활성 측정은 acetylthiocholine iodide를 기

질로 사용하여, Ellmans 등(1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

다. 효소는 PC12 세포배양액 1 mL에 buffer[1 M NaCl, 

50 mM MgCl2, 1% Triton X-100 및 10 mM Tris-HCl(pH 

7.2)] 5 mL를 첨가하여 Glass-Col homogenizer(D-500, 

Wiggen Hauser, Berlin, Germany)로 균질화한 후 균질액

을 10,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그 상징액을 효소실험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추출공

정은 4°C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방법은 96 well plate에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8.0) 50 μL, 상등액 10 

μL에 시료 10 μL를 넣어 37oC에서 15분간 pre-incubation 

시킨 후, 반응 혼합물에 Ellman's reaction mixture[0.5 mM 

acetylthiocholine, 1 mM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70 μL를 첨가한 뒤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ICR 마우스(4주령, male)(Sam-

tako, Osan, Korea)이며, 3마리씩 한 개의 사육케이지에서 

항온(22±2°C), 항습(50±5%)이 유지되며, 12시간 간격으

로 낮과 밤을 교대시키는 일정한 환경 내에서 사육하였다. 

일주일간의 환경적응 기간을 거친 후 정상 대조군 그룹, Aβ 

그룹, 양파 무취음료 및 강화음료 그룹으로 분류하여 군마다 

9마리씩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파 무취음

료 그룹과 강화음료 그룹은 3주간 각각 20 mg/kg of body 

weight의 농도로 100 μL씩 매일 경구 투여하였다. 3주간의 

식이 후 정상 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 0.85% 식염수에 

녹인 Aβ(410 pmole)를 10 μL씩 마취 없이 bregma에 주사

하여 인지 장애를 유도하였다. Aβ 주사 3일 후 공간 및 기억

력 실험(Y-maze, passive avoidance 및 Morris water 

maze tests)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경상대학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GNU-131105-M0067)하

에 수행되었다.

Y-maze test

Y-maze 실험은 공간인지능력을 실험하기 위하여 실시하

였고, 실험에 사용되는 Y-maze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

루어진 3개의 arm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arm의 길이, 높이, 

너비는 33 cm, 15 cm, 10 cm이다. 각 arm을 각각 A와 

B, C로 정한 후 지정된 arm에 마우스를 놓고 8분 동안 마우

스가 들어간 이동 경로를 smart 3.0 video tracking sys-

tem(Panlab, Barcelona, Spain)으로 기록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3개의 서로 다른 arm으로 들어갔을 경우 1점(실제 

변경, actual alternation)을 부여하고, 변경 행동력(alter-

nation behavior)은 총 통과횟수(total arm entry)와 점수

를 통해 다음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11).

Alternation 

behavior (%)
＝

Actual alternation
×100 

Maximum alternation

Maximum alternation = total number of arm entry－2

Passive avoidance test

Passive avoidance는 단기 학습 및 기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2개의 구역(밝은 챔버 

및 어두운 챔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바닥은 철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실험 방법은 학습시험으로 각 마우스를 밝은 

챔버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채 1분간 적응시킨 뒤 조명을 

켜고 2분 동안 환경을 인지시킨 다음 마우스가 어두운 챔버

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충격(0.5 mA, 3초)을 가하였다. 학습

시험을 마친 24시간 후 각각의 마우스를 대상으로 기억 시

험(test trial)을 시행하였고, 밝은 챔버에 마우스를 놓고 어

두운 챔버로 마우스의 네 발이 모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

간(latency time: 머무름 시간)을 300초까지 측정하였다

(11).

Morris water maze test

실험은 Morris(17)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원형으로 된 수조(지름 150 cm, 높이 

60 cm)에 깨끗한 물을 30 cm 높이로 채운 뒤(20±2oC), 

수조 사분면의 한 구역에 escape platform을 설치하고 식용 

오징어 먹물(Cebesa, Valencia, Spain)을 녹였다. 실험이 

시작된 첫 번째 날은 수조에서 마우스가 platform 없이 60

초간 자유롭게 두어 적응훈련을 시킨 후, 4일 동안은 plat-

form을 수면 아래로 1 cm로 놓고 보이지 않도록 설정한 

원형 수조에서 입수하는 위치(N, S, E, W zone)를 다르게 

하고 하루 4번씩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smart 3.0 video 

tracking system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hidden trial). 마

우스가 60초 안에 platform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10초간 

platform 위에 머물게 하였으며, platform을 찾지 못할 경우

에는 손으로 위치를 안내해주어 platform에 위치하도록 하

고 20초간 위치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실험 5일째(probe 

trial)에는 platform을 제거하고 working memory를 측정

하기 위해 60초간 platform이 있었던 구역에 머무르는 시간

을 기록하는 probe test를 진행하였다.

마우스 뇌 조직 중의 cholinergic system 활성 측정

마우스의 뇌를 적출하여 10 volume의 PBS buffer를 넣

고 bullet blander(Next Advance Inc., Averill Park, NY, 



양파 음료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 1555

USA)로 균질화한 후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으며(12,000 

rpm), 그 상등액을 효소실험에 사용하였다. 전 추출 과정은 

4°C에서 진행하였으며, 추출한 효소액의 단백질 함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Quant-iTTM Protein Assay kit(Invitrogen 

Co.,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ChE 활성은 상등액 5 μL와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65 μL를 혼합하고 37°C에서 15분간 pre-incuba-

tion 한 뒤, 혼합물에 Ellman's reaction mixture 70 μL를 

첨가하여 405 nm에서 1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우스 뇌 조직의 AChE 활성은 정상군을 100 

%로 하여 비교한 % 활성으로 나타내었다(11).

ACh 함량은 Vincent와 Newsom-Davis(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효소에 alkaline hydroxylamine re-

agent[3.5 N sodium hydroxide and 2 M hydroxylamine 

in HCl]를 첨가하고 1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0.5 

N HCl(pH 1.2)과 0.37 M FeCl3 in 0.1 N HCl을 첨가하고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우스 뇌 조직 중의 항산화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SOD) 함량 측정은 적출한 마우

스의 뇌를 10 volume의 PBS를 넣고 bullet blander(Next 

Advance Inc.)로 균질화한 후 12,000 rpm에서 30분간 원

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pellet을 취한다. 1× Cell 

Extraction Buffer[10× SOD buffer 1 mL, 20% triton X- 

100 0.2 mL, 증류수 8.8 mL, 200 mM phenylmethylsul-

fonyl fluoride(PMSF) 10 μL]를 혼합하여 30분 동안 5분 

단위로 vortexing 해준 후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뒤 상등액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전 실험 과정은 4°C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등액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Quant-iT™ protein assay kit(Invitrogen Co.)을 이용하였

다. SOD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SOD determination kit 

(Sigma-Aldrich Co.)을 사용하였고, 측정된 흡광도 값을 표

준곡선에 대입하여 SOD 함량(U/mg protein)으로 표시하였

다.

Oxidized glutathione(GSH)/total GSH 함량은 일정량의 

마우스 뇌에 10 volume의 cold 5% metaphosphoric acid

를 넣고 균질화한 후 15분간 원심분리(14,000×g) 하여 상

등액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2 M 4-vinylpyridine 

10 μL를 더하여 oxidized GSH 측정에 사용하였다. 모든 

공정은 4°C를 유지하였으며 추출한 상등액의 단백질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하여 Quant-iT™ protein assay kit(Invi-

trogen Co.)을 이용하였다. Glutathione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glutathione(GSSG/GSH) detection kit(Enzo Di-

agnostics, Farmingdale, NY,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측정된 total GSH와 oxidized GSH의 흡광도 값을 

각 표준곡선에 대입하여 oxidized GSH/total GSH ratio로 

나타내었다.

Malondialdehyde(MDA) 함량은 일정량의 마우스 뇌에 

PBS 10 volume을 넣고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5,000 rpm, 

10분, 4°C) 하여 상등액을 취해 실험에 사용하다. 추출한 

마우스 뇌 조직 균질액 160 μL에 1% phosphoric acid 960 

μL를 혼합한 후 0.67% thiobarbituric acid 320 μL를 넣고 

95°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해당 반응액은 532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MDA 함량은 mg protein 당 

μmole의 농도로 표시하였다(11).

Q-TOF UPLC/MS system을 이용한 주요 화합물 분석

Q-TOF UPLC/MS(Waters Corp., Milford, MA USA)는 

electrospray source로서 negative ion을 활용하여 MS 및 

MS2 data를 얻는다. ACQUITY UPLC BEH C18 column 

(2.l×100 mm, 1.7 μm particle size)을 통해 compound들

의 분리를 전개하였다. 이때 유속은 0.3 mL/min으로 진행하

였으며 온도는 40oC를 유지하였다. Binary mobile phase 

(solvent A, 0.1%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solvent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를 유지하고 이의 조성

은 다음과 같다: 100% A/0% B at 0.5 min, 0% A/100% 

B at 5 min, 0% A/100% B at 6.5 min, 100% A/0% B 

at 6.8 min, and 100% A/0% B at 9 min. MS data 분석을 

위해 다음 조건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drying gas(N2), 

temperature at 350oC, drying gas flow at 10 L/min, 

nebulizer pressure at 45 psi, fragmentor voltage at 175 

V, and capillary voltage at 4,000 V. Mass range 100~ 

1,200 m/z.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각각 3회씩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mean±SD로 나타냈었다. 각 평균에 대한 검증 방법은 SAS 

version 9.1 software(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하였

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5% 수준에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뇌신경세포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및 세포 보호 효과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된 뇌신경세포의 사멸은 인지기

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인 flavonoids

와 같은 phenolic 화합물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보고

되고 있다(14). H2O2를 유도한 MC-IXC 세포에서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A, B)과 같

다. DCF formation은 H2O2를 처리한 처리구(214%)에서는 

control구(100%) 대비 약 110%의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

스 함량 증가를 나타내었고, H2O2와 비타민 C 처리구에서는 

81%로 약 133% 정도의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였

다. 무취음료(odourless)와 강화음료(fortified) 모두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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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uronal cell protective effect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H2O2-induced cytotoxicity in MC-IXC cell 
system. Intracellular oxidative stress of onion odourless beverage (A) and fortified beverage (B), and cell viability of onion odourless 
beverage (C) and fortified beverage (D) were examined.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itive control인 비타민 C에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감

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강화음료는 뇌신경세포에 처리되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무취음료 대비 상대적인 산화적 스트레

스 저해 효과를 보여주었다.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의 H2O2에 의해 유도된 oxida-

tive stress에 대한 MC-IXC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는 Fig. 1(C, D)과 같다. H2O2 처리구(21%)에서는 control

구 대비 약 78%의 감소한 cell viability를 나타냈고, H2O2와 

비타민 C를 동시에 처리한 그룹에서는 약 31%로 10% 정도

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보였다. 양파 무취음료(Fig. 1C)

의 경우 1,000 μg/mL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200 μM 비타민 C 처리구와 유의한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양파 강화음료(Fig. 1D)의 경우 무취음료 처리구과 비교 시 

약 10배 낮은 농도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강화음료에서 더욱 높은 뇌신경세포 생존율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hE 저해 효과

인지 장애는 주로 대뇌 기저부의 ACh성 뇌신경세포의 손

상으로부터 ACh 기질 농도 약화 때문에 신경전달이 감소된

다는 가설을 바탕(4)으로 ACh 농도 저하를 억제해줄 수 있

는 AChE 저해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 신약에서의 조직 독성 등의 부작용에 따른 천

연물 유래의 AChE 저해제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의 인지 장애에 

대한 예방 효과 소재를 탐색하기 위하여 AChE 저해 활성을 

조사하였으며,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Positive con-

trol로 사용한 tacrine 처리구는 약 80% 정도의 ACh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50% 저해하는 농도(IC50)는 양파 무취

음료 처리구(Fig. 2A)에서 6.76 mg/mL로 나타났고 강화음

료 처리구(Fig. 2B)에서 4.20 mg/mL로 나타났으며, 강화음

료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in vitro AChE 저해 효과

를 나타내었다. Park 등(11)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과육 

ethyl acetate 분획물의 IC50 값은 0.43 mg/mL로 나타났으

며, 양파 과피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는 0.037 mg/mL의 

함량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양파 과육을 이용한 무취음료에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in 

vitro ACh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강화음료에서 과피 

추출물 첨가에 의한 저해 효과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Y-maze test

인체 뇌신경세포에 독성을 유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

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물질(11)로 알려진 Aβ로 유도된 

인지 장애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 

음료의 공간인지능력을 확인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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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 of onion odourless (A) and fortified beverages (B) against AChE. The inhibition wa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enzyme activity inhibited compared with the control value.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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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spontaneous alteration behavior, number of arm entries (A) and path 
tracing of each groups (B) in Aβ-induced amnesic mice. The Y-maze test was performed 3 days after the Aβ injection (410 pmole 
(10 μL)). Sample group were ICV injection after feeding 3 weeks with 20 mg/kg of body weight per day (odourless beverage 
and fortified beverage, respectively). The spontaneous alteration behavior and number of arm entries were measured over 8 min.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8).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8분 동안 Y-maze에서 마우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arm을 통과한 총 횟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음에 따라 기본적인 운동능력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Aβ 그룹은 control 그룹(61.82%) 대비 

51.65%로 공간인지력 저하를 나타내었으며(Fig. 3A), 이에 

반해 양파 무취음료 그룹과 강화음료 그룹은 각각 61.84%, 

60.89%로 뛰어난 공간 인지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실험 시간 동안 실제 마우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Fig. 3B)에서 Aβ 그룹은 각 arm에서 일정하지 못한 움직임

을 나타냈지만,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 그룹에서는 대조

군(control)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일정한 움직임을 나타

내었다.

Passive avoidance test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를 섭취한 마우스의 인지 기능 

및 단기 기억력 측정을 위해 passive avoidance test를 실

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Aβ 그룹은 control 그룹(78.50 

s) 대비 26.50 s로 현저한 단기 기억력 저하(67%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양파 무취음료 그룹과 강화음료 그룹은 

각각 38.50 s, 53.00 s로 Aβ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

으로 단기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강화음료에서 단기 학습 및 기억력에서 높은 개

선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ris water maze test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를 섭취한 마우스의 장기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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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Aβ- 
induced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in mice. Step-through 
latency (300 s) in the retention trial test was measur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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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long-term learning and memory in Morris water maze (MWM) test. 
Escape latency in the training trial (A), probe trial session (B), and path tracing in the probe trial (C) were examined.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8).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versus control group,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및 학습능력 측정을 위하여 Morris water maze test를 실

시하였고, 결과는 Fig. 5와 같다. Hidden trial(4 day)에서 

Aβ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의 마우스들은 platform을 찾아

가는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4일차에서 Aβ 그룹은 control 그룹(31.20 s) 대비 

51.27 s로 현저한 장기 기억 및 학습능력의 저하를 나타냈

다(Fig. 5A). 반면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는 각각 43.14 

s, 33.77 s로 Aβ 그룹과 비교 시 유의적인 기억력 개선을 

나타내었다. Fig. 5B와 5C는 probe trial의 대표적인 마우스

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Aβ 그룹에서는 platform이 

존재하였던 구역에서의 움직임이 적고 전체 구역을 이동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C).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Fig. 5B)에서는 Aβ 그룹(0.02%)과 비교 시 양파 무취음료 

그룹(0.35%)과 강화음료 그룹(0.50%) 모두 장기 기억 및 

학습능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passive avoid-

ance test 결과와 유사하게 강화음료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억 및 학습능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Yan 등(19)의 보고에 따르면 Aβ를 주사한 그룹에서는 

control 그룹과 비교 시 공간인지능력을 평가한 Y-maze 

test에서 약 19% 인지저하를 나타내었으며, 기억 및 학습능

력을 평가한 passive avoidance 및 Morris water maze 

test의 경우 각각 약 35%, 32%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본 실험에서의 Aβ에 의한 인지 

장애가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지 장애에 대한 

개선 효과는 무취음료보다 강화음료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본 연구 그룹의 결과(11)에

서는 동물실험에서 양파의 과피 분획물뿐만 아니라 과육의 

분획물에서도 모두 우수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 

이는 생리활성물질의 존재량보다는 물질의 구조에서 기인

하는 소화･흡수율의 차이에 의한 효과로 보고하였다. 반면 

본 실험에서는 양파의 가공형태에 따른 생리활성 효과를 검

증한 것으로, 무취음료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기

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과피 분획물을 첨가한 강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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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Aβ-induced cholinergic system dysfunction. AChE activity (A) and 
ACh level (B) were examined.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5).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료 그룹에서는 Aβ 그룹과 비교 시 학습 및 기억력이 더욱 

우수한 수준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결국 가공형태가 다

른 두 가지 양파 가공 음료(무취 및 강화음료)에서는 강화음

료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해당 

음료의 형태가 인지기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제품

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우스 뇌 조직 중의 cholinergic system 활성 측정

전뇌 기저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cholinergic 체계

는 다양한 뇌 영역에 축삭을 분포시켜 신경전달물질인 ACh

을 분비한다. Aβ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chol-

inergic 신경세포의 사멸은 대뇌 피질과 해마에서의 신경전

달물질인 ACh의 감소로 AD와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을 유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Aβ를 주사한 마우스 뇌에서의 cholinergic system 

marker로서 AChE 활성과 ACh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Aβ 그룹에서의 AChE 활성은 control 그룹

(100%) 대비 113%로 나타났으며, Aβ의 주사가 마우스 뇌 

조직에 존재하는 cholinergic system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 그룹

에서는 각각 103.81%, 96.53%로, Aβ그룹 대비 AChE 활성 

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Aβ 그룹에서의 ACh 함량은 1.07 mM/mg of protein으

로 control 그룹(1.26 mM/mg of protein) 대비 약 16% 감

소한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Aβ에 의해 활성화된 AChE가 

신경전달물질인 ACh의 함량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에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는 각각 1.08, 1.17 

mM/mg of protein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강화음료 처리

군의 뇌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ACh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Aβ 유도에 의한 cholinergic 장애에 대하여 

강화음료 섭취가 효과적으로 이를 개선해줌에 따라 인지기

능 개선 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우스 뇌 조직 중의 항산화 활성 측정

동물실험 후 적출된 마우스 뇌 조직 중의 SOD, oxidized 

GSH/total GSH 및 MDA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SOD는 superoxide anions와 같은 free 

radical들을 hydrogen peroxide로 변화시키는 항산화 효

소로 뇌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SOD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7A와 같다. Control 그룹은 

5.65 U/mg of protein이었으며, Aβ 그룹은 이보다 감소한 

4.24 U/mg of protein으로 Aβ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 등

에 의하여 뇌 조직에서의 SOD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는 각각 4.93, 5.16 U/mg 

of protein 함량을 나타내었다. 양파음료 처리 그룹에서 Aβ 

그룹 대비 SOD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취음료와 강화음료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

다.

Oxidized GSH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산화와 연관되어 

세포의 노화나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즉 뇌 조직의 oxidative stress에 대한 산화적 지표로

서 oxidized GSH/total GSH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7B

와 같다. Control 그룹은 2.04%였으며, Aβ 그룹은 이보다 

증가한 3.80%로, 상대적으로 oxidized GSH의 함량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 그룹에

서는 각각 3.93%, 3.08%로, Aβ 그룹 대비 강화음료 그룹에

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한 oxidized GSH 함량을 나타내었다.

뇌 조직에 존재하는 지질과산화 중간생성물인 MDA의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7C와 같다. Control군은 2.34 

nmole/mg of protein이었으며, Aβ군은 이보다 증가한 

2.86 nmole/mg of protein으로 뇌 조직에서의 MDA 함량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무취음료군과 강화음료군

은 각각 2.46과 2.36 nmole/mg of protein으로 Aβ군과 유

의적인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뛰어난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물실험 후 적출

된 뇌 조직에서의 항산화 활성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강화음

료의 경우 실제 in vivo 상에서도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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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tioxidant activities of onion odourless and fortified 
beverages on Aβ-induced oxidative stress in mice brain. SOD 
level (A), oxidized glutathione (GSH)/total GSH (B) and ma-
londialdehyde (MDA) (C) were examined.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n=5).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 
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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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Q-TOF UPLC MS scan data 
of base peak chromatogram mode in 
the onion odourless (A) and fortified 
beverages (B).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지기능 개선 효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TOF UPLC/MS system을 이용한 주요화합물 분석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in vivo 인지기능 개선을 유도하

는 양파 무취음료와 강화음료의 주요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는 Fig. 8과 같다. 무취음료의 화합물들(Fig. 8A)와 강화음

료의 화합물들(Fig. 8B)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무취음료에는 약 5종(glucopyranosyl-fruc-

tose, kestose, raffinose, nistose, fructosylnistose)의 당

류와 phenolic 화합물 3종(caffeic hexose, quercetin-di-

glucoside, quercetin-monoglucoside) 등이 분석되었다

(22-27). 또한, 상대적으로 우수한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던 강화음료의 주요화합

물을 분석한 결과는 무취음료에서 분석된 물질 이외의 화합

물로 phenolic 화합물 6종(protocatechuic acid, myrice-

tin, quercetin-triglucoside, rhamnetin hexoside, quer-

cetin, scolymoside)과 steroidal saponin 2종(atropuro-

side A, spirost-5-ene-3,17,diol) 등이 검출되었다(2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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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S2 data of the identified compounds in odourless beverage 
No. RT1)

 (min) [M-H]- (m/z) MS2 fragment Assigned ident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0.62
0.73
0.83
0.99
1.12
1.33
1.68
2.00
2.49
2.70
3.28

377.08
341.10
503.15
503.16
191.01
665.21
827.27
392.11
186.12
625.14
463.08

341.10, 221.06, 179.05
179.05, 113.02, 101.02, 71.01
323.09, 179.05, 161.04, 113.02, 101.02
221.06, 179.05
161.91, 111.01, 87.01
485.13, 323.09, 179.05
647.18, 485.13, 323.09, 179.05
143.04, 128.03

463.07, 301.03
301.03, 178.99, 150.99

Glucopyranosyl-α-1,6-fructose (21)
Caffeic hexose (22)
Kestose (23)
Raffinose (24)
Al-citrate (25)
Nistose (23)
Fructosylnistose (23)
ND2)

ND
Quercetin-di-glucoside (26)
Quercetin-mono-glucoside (26)

1)Retention time. 2)Not detected.

Table 2. MS2 data of the identified compounds in fortified beverage without odourless beverage compounds

No. RT1)
 

(min)
ESI-MS-

ions (m/z) Main MS2 peak Assigned ident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85
2.16
2.16
2.79
3.17
3.40
3.83
4.17
4.57
5.48
5.91

359.06
359.95
153.02
317.03
917.42
477.10
301.03
723.39
257.08
737.40
707.40

153.03
271.97, 163.96
109.04
178.99, 163.00, 151.00, 109.03
771.41
314.04, 299.01, 271.02, 151.00
178.99, 151.00, 121.02, 107.01
557.33
213.09, 144.92, 107.05
591.35
561.34

Dihydroxy-DHA (27)
ND2)

Protocatechuic acid (28)
Myricetin (29)
Quercetin-3-O-glucosyl-rhamnosyl-(p-coumaroyl)hexoside (30)
Rhamnetin hexoside (31)
Quercetin (11)
Atropuroside A (32)
ND
Spirost-5-ene-3,17,diol (33)
Scolymoside (34)

1)Retention time. 2)Not detected.

식물성 식품의 주요화합물 중 phenolic 화합물은 일반적

으로 hydroxyl 그룹에 의하여 단백질이나 지질과 같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거나 2가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특히 강화음료의 

주요화합물로서 일반적으로 양파의 대표적 페놀성 화합물

로 알려진 protocatechuic acid, quercetin 및 quercetin 

배당체가 분석되었으며(11,37), 과육을 활용한 무취음료에 

부족한 이들 성분이 과피 추출물 첨가로 강화되었다고 판단

된다. Dendropanax morbifera 추출물은 고지방 식이로 인

한 혈당 증가 및 이로 인한 인지 장애 유발 마우스모델에서 

cholinergic system 활성, mitochondria 활성 증가 그리고 

세포 사멸에 관련된 신호전달 체계로서 c-Jun N-terminal 

protein kinase(JNK) 신호전달 체계에 대한 억제 효과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8). 더불어 

이는 quercetin 구조를 기반으로 한 rutin(quercetin-3-O- 

rutinoside)과 같은 phenolic 화합물에 의한 결과라고 역시 

보고하였다(38). 양파의 대표성분으로 알려진 quercetin의 

경우 APPswe/PS1dE9 transgenic 마우스에 16주간 섭취

시킨 결과, AMP-activated protein kinase(AMPK)의 활성

을 유도함으로써 뇌 조직 내의 해마 mitochondrial mem-

brane potential 및 ATP 함량의 증가와 미토콘드리아 내부

의 ROS 감소와 같은 mitochondria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지기능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39). 또한, 

본 실험에서의 양파 강화음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phe-

nolic 화합물인 protocatechuic acid는 anthocyanin 계열 

및 flavonoid 계열 등의 대사산물로서 임상적으로 생체이용

률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AβPP/PS1 double trans-

genic AD 마우스 모델의 뇌 조직에서 Aβ 축적 억제 효과, 

TNF-α, IL-1β, IL-8과 같은 신경염증 인자들의 억제 효과 

및 해마와 대뇌 피질에서의 brain derived neurotrophic 

fractor(BDNF)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0,41). 그뿐만 아니라 atropuro-

side A, spirost-5-ene-3,17,diol과 같은 steroidal sap-

onin 계열의 경우 백합과에 속하는 맥문동(Liriope platy-

phylla)에서 주로 발견되는 saponin 계열로(33,42), 항산

화, 항암, 항당뇨, 항염증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34,42, 

43). 양파 phenolics를 포함한 음료 중의 이들 물질은 일반

적인 양파 과육이나 과피의 성분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 활용된 강화음료에서 구성 화합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도 일정 수준에서 작용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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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양파의 불쾌치를 저감화시킨 무취음료와 양파 과

피 추출물을 첨가한 생리활성 성분 강화음료의 H2O2로 유도

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Aβ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동물모델에서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

고자 수행되었다.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화음료에서 무취음료 대비 우수한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효과 및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Aβ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동물모델에 있어 Y-maze, passive avoidance 및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강화음료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우스의 뇌 조직에서 강화음료 그룹은 AChE 활성을 저해

하고, 신경전달물질인 ACh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Aβ로 

유도된 cholinergic system 장애에 있어 개선 효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마우스 뇌에서 SOD 함량의 증가, oxidized 

GSH/total GSH와 MDA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Aβ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었다. 최종적으로 무취음료와 강화음료의 주요성분들을 Q- 

TOF UPLC/MS system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강화음료의 

경우 무취음료보다 생리활성을 가진 2개의 steroidal sap-

onin과 6개의 phenolic 화합물 등이 추가 검출되었다. 이러

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강화음료는 상대적으로 proto-

catechuic acid와 quercetin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내는 phenolic 화합물과 steroidal saponin 계열에 의한 

우수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식품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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