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7(4), 445～451(2008)  DOI: 10.3746/jkfn.2008.37.4.445

양 김치 추출물 투여가 Streptozotocin 유발 당뇨병 흰쥐의 

당강하  지질 함량에 미치는 향

양아여1․김학렬2․박양균1†

1목포 학교 식품공학과, 식품산업지역 신센터
2목포 학교 식품공학과, 천일염  염생식물산업화사업단

Effects of Onion Kimchi Extract Supplementation on Blood Glucose and 
Serum Lipid Contents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Ya-Ru Yang1, Hag-Lyeol Kim2, and Yang-Kyun Park1†

1Dept. of Food Engineering and Regional Food Industrial Innovation Center (RIC), and
2Dept. of Food Engineering and Solar Salt and Halophyte R&D Center (SSHC),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534-72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s of onion kimchi extract supplementation 
on blood glucose level and serum lipid components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for 4 weeks. 
STZ was administered as a single dose (50 mg/kg BW) to induce diabetes, and the diabetic rats were divided 
into eight groups (normal, diabetic control, and six treatment groups). The dose of onion kimchi extract 100 
(OK-100), 200 (OK-200), and 400 (OK-400) mg/kg/day or quercetin as a main compound of onion 5 (Q-5), 
10 (Q-10), and 20 (Q-20) mg/kg/day were orally administered daily to STZ-induced diabetic rats for 4 weeks 
after STZ injection. The diabetic control rats (465.6 mg/dL) showed significantly higher blood glucose level 
than the normal rats (76.3 mg/dL) after 4 weeks, but was significantly reduced with onion kimchi extract 
and quercetin supplementation (p<0.001). Changes in body weight, kidney weight and urine volum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iabetic control rats, and in onion kimchi extract and quercetin treated rats. The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of control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onion kimchi extract and quercetin 
supplementation groups, respectively (p<0.001).  The blood urea nitrogen level and urinary protein excretion 
in diabetic rat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t among the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nion kimchi extract 
supplementation in STZ-induced diabetic rats may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reduction of blood glucose 
and serum cholesterol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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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 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 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채소이다. 민간에서는 양

가 스테미  식품으로 정력을 좋게 하고 신진 사를 높여

주며 장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모세 을 보호하여 

액순환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압이나 동맥경화증을 방

하고 콩팥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이뇨제로서 리 애용되어 

왔다(1,2). 양 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flavonoid계 

성분인 quercetin, quercitrin, rutin 등이 함유되어 있고, 유황

화합물인 ally propyl disulfide, diallyl disulfide 등이 함유되

어 있으며, 항산화작용(3), 발암물질의 활성감소(4), 암세포

의 효소 해작용(5,6), 항균작용(7,8), 속의 해독작용(9), 

사염화탄소 독성의 완화작용(10), 과산화지질 생성의 억제

작용(11) 등이 보고되어 있다. 지 까지 보고된 4,000종 이상

의 flavonoid 물질  quercetin은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양

이나 섭취되는 양으로 보아 flavonoid의 표  물질로서 인

정받고 있다. 높은 함량의 quercetin이 차, 사과, 양 에서 

발견되며(12-14), 서양인의 하루 quercetin에 한 평균 섭

취량은 략 16 mg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2). 

김치는 한국의 통 인 발효식품으로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복잡한 발효과정을 거쳐 각종 양성분과 유산균, 

비타민 C, β-카로틴, 후라보노이드,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화증진, 변비 방, 항돌연

변이 효과, 장내유해균들의 생장억제와 약리작용을 나타내

는 기능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더욱 각 을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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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물성 식품 섭취 주의 식단에 비해 탁월한 기능성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갈수록 김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5). 

한편, 양 김치는 남 서남부지역에서 상용되는 독특한 식

품이나 주로 여름철에만 식용되고 기타 계 에는 거의 식용

되지 않고 있다. 양 김치는 일반 김치에 비해 숙성시기가 

빠른 반면에 정한 맛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상품화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김치는 세계 으

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양 김치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소비

자의 많은 심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 된다. 

당뇨병은 체내의 인슐린 생성의 부족이나 그 작용이 불충

분하여 사조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되는 진행성 질환이

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도 사망원인통계(16)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당뇨병이 23.7명으로 4번째를 차지했으

며, 사망원인으로 지난 10년 동안 암 질환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 다. 한 과식, 운동부족, 음주, 흡연  비만 등 잘

못된 생활습 은 주요한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의 만성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

뇨병성 말 신경증, 고 압, 당뇨병성 동맥경화증 등이 있으

며, 당뇨병 환자의 가속화된 동맥경화에 기인한 심  합병

증은 요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에 

있어 동맥경화증과 고지 증으로부터 비롯된 성 장애

는 당조 과 지질 사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streptozotocin(STZ)으로 유도한 당뇨병 

흰쥐에게 양 김치 추출물 분말을 여하여 양 김치 추출

물이 당  지질 성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함으로써 새로

운 건강 기능성 양 김치 가공식품의 개발을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양 는 천주황 품종으로 남 서남부채소농 에서 2005

년에 수확된 양 를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시약은 strep-

tozotocin(Sigma, USA)과 quercetin(Simga, USA)을 사용

하 다. 

양 김치 추출물 제조

양 김치 추출물의 제조과정은 Fig. 1과 같다. 양 의 비

가식 부 를 자르고 껍질을 벗긴 후 2～3 mm 두께로 세 하

여 각 2 kg씩 실온에서 1.3% 소 물 4 L에 2시간 침지한 

후 바구니에 담아 1시간 동안 탈수시켰다. 재료 배합비율은 

양  100, 까나리 액젓 8.5, 찹 가루 3의 비율로 첨가하여 

양 김치를 제조한 후 라스틱 통에 각각 담아 10oC에 냉장 

보 하여 20일간 발효 숙성하 다(19).

이와 같이 얻어진 양 김치를 60oC에서 15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얻어진 분말에 해 7배량의 메탄올로 환류 추출

Onion
↓

Trimming
↓

Slice (2∼3 mm)
↓

Soaking in 1.3% salt (2 hr)
↓

Drain (1 hr)
↓

Onion : fish source : rice powder＝100:8.5:3 (w/w)
↓

Fermentation (10oC, 20 day)
↓

Onion kimchi
↓

Drying (60oC, 15 hr)
↓

Powder
↓

Methanol extract
↓

Vacuum evaporation
↓

Freeze drying
↓

Powder of onion kimchi extract

Fig. 1. Procedure of onion kimchi and its extracted powder.

하 으며, 메탄올 추출액을 여과(Whatman No. 2)한 후 여

과액을 감압농축 하 다. 양  추출물 농축액을 동결건조한 

다음 분쇄하여 냉장 장하면서 양 김치 추출물 시료로 사

용하 다. 

실험동물의 사육  당뇨유도

실험동물은 앙실험동물로부터 분양받은 생후 7.5주령 

된 Wistar 흰쥐로서 일반 고형사료로 14일간 응시킨 후 

평균체 이 유사하도록 난괴법에 의해 group당 각각 7마리

씩 8군으로 나 어 stainless steel bottomed cage에 4마리씩

과 3마리씩 분리 사육하 다. 당뇨유도는 14일간의 응이 

끝난 흰쥐의 꼬리 정맥에 0.01 M citric acid buffer 용액(pH 

4.5)에 녹인 streptozotocin을 1회 주사(50 mg/kg BW)하여 

당뇨를 유발시켰으며, 정상군은 동량의 0.01 M citric acid 

buffer 용액(pH 4.5)을 꼬리 정맥에 주사하 다. 당뇨유도 

확인은 STZ을 주사 72시간 후에 12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한 

다음 당뇨유도 흰쥐 꼬리 정맥으로부터 채 하여 당계

(Arkray Inc., Japan)로 측정하 으며, 공복 시 당 수 이 

200 mg/dL 이상일 때 당뇨병이 유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

험에 이용하 다(20). 실험동물 사육실의 온도, 습도  채 은 

각각 20±2oC, 55±5%, 12시간의 명암주기로 조 하 다.

실험식이

양 김치 추출물 분말을 100, 200, 400 mg/kg/day을 투여

(OK-100, 200, 400)하 고, 양 의 유효성분 에서 다량 함

유된 quercetin의 투여는 5, 10, 20 mg/kg/day의 용량(Q-5, 

10, 20)으로 자외선 살균수에 용해하여 4주 동안 경구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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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body weight with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plementation in STZ-induced diabetic rats 
(unit: g)

Groups1)
Periods (weeks)

0 1 2 3 4

Normal
Control
OK-100
OK-200
OK-400
Q-5
Q-10
Q-20

266.9±4.262)a3)
268.9±3.24a
270.1±3.56a
269.3±2.35a
267.4±4.44a
261.6±3.46a
268.7±2.70a
267.6±3.48a

326.3±5.92a
235.0±6.94b
239.9±6.60b
237.3±5.90b
239.6±7.25b
232.0±7.54b
232.1±4.67b
238.7±2.65b

345.7±6.33a
197.9±8.49b
207.3±6.61b
210.3±6.99b
212.4±7.40b
198.3±7.95b
199.0±6.43b
205.0±2.14b

357.3±6.90a
200.3±10.2b
210.4±7.39b
213.9±9.35b
215.3±8.98b
205.9±8.81b
199.7±7.49b
206.1±4.60b

369.0±5.34a
222.4±6.99b
227.7±7.77b
232.1±8.28b
235.6±7.03b
220.9±10.3b
221.1±8.33b
229.4±3.40b

1)Normal: basal diet, Control: basal diet＋STZ-induced diabetic rats, OK-100: basal diet＋100 mg/kg extract of onion kimchi＋
STZ-induced diabetic rats, OK-200: basal diet＋200 mg/kg extract of onion kimchi＋STZ-induced diabetic rats, OK-400: basal 
diet＋400 mg/kg extract of onion kimchi＋STZ-induced diabetic rats, Q-5: basal diet＋5 mg/kg quercetin＋STZ-induced diabetic 
rats, Q-10: basal diet＋10 mg/kg quercetin＋STZ-induced diabetic rats, Q-20: basal diet＋20 mg/kg quercetin＋STZ-induced 
diabetic rats.
2)Values are mean±SE (n=7).
3)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way 
ANOVA.

하 다. 한 정상군과 당뇨 조군은 동량의 상기 자외선 

살균수를 경구투여 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8집단으로 구

분하 으며, 4주후에 희생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21). 

체   당 측정

체  변화는 식이 개시일을 시작으로 정상군, 당뇨 조군,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을 경구투여한 당뇨실험군으

로 나 어 충분한 양의 사료와 물을 여하면서 1주일에 2번

씩 4주간 측정하 다. 당은 실험기간 동안 동일시간에 매

주 한번 실험동물을 12시간 식시킨 후 꼬리정맥에서 액

을 채취하여 당계(Arkray Inc., Japan)로 측정하 다(22).

액시료 채취  분석 

실험식이로 4주간 사육한 흰쥐를 12시간 식시킨 후 경

추분리에 의해 희생시키고, 심장에서 액을 채 하여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 다. 분리한 

청은 분석 까지 -70oC 냉동고에 보 하 다. 액을 채

취하고 즉시 개복한 다음 신장을 출하여 액과 지방질 

 결체조직을 제거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에 

여분의 물을 흡수시킨 후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 다(23). 

청 성지질(triglyceride),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요 질소(blood urea nitrogen)  요의 크 아티닌(creatinine), 

당(glucose), 요 단백(urine protein)은 임상자동 액분석

기(Automatic blood chemistry analyzer, Vitro, Johnson & 

Johns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24).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V.11.01)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오차(mean±SE)를 구하

으며, 각 집단 간 평균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one 

way-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용하

다. 결과에 한 검증은 p＜0.05 수 에서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체  변화

양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동물의 체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정상군의 체 은 266.9 g에서 4주 후 369.0 g으로 

증가된 반면, STZ 유도 당뇨군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당뇨유

도 3일 후부터 격히 체 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 기(0 

week)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 1주(p<0.001), 2주

(p<0.001), 3주(p<0.001)  4주(p<0.001)에서 정상군에 비

해 당뇨 유도군의 체 이 각각 유의하게 낮은 수 을 나타내

었다. 결과 으로 정상군의 체 은 지속 으로 증가를 나타

낸 반면, 당뇨유도군, 양 김치 추출물 투여군, quercetin 투

여군의 체 은 감소(각각 p<0.001)를 나타내었으나 투여 집

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Preston 등(25)

이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도시킨 흰쥐의 체 이 감소한

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뇨 유도군에서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의 농도차이가 체  변화에 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가 당

뇨쥐의 체 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수  변화

당뇨를 유도한 흰쥐에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을 투

여하여 당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당 

농도는 정상군에서 71.8 mg/dL이었으나 STZ 처리 후 모든 

집단에서 각각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1). 이러한 결과

는 실험 1주후에도 유사한 결과(p<0.001) 으나, 실험 2주후

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김치추출물 투여군과 quercetin 투

여의 당이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TZ로 

유도한 당뇨쥐에서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가 증

가된 당을 감소시킴으로써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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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plementation of blood glucose in STZ-induced diabetic rats  
(unit: mg/dL)

Groups1)
Periods (weeks)

 0  1  2  3  4

Normal
Control
OK-100
OK-200
OK-400
Q-5
Q-10
Q-20

   71.8±3.002)a3)
 364.0±17.96b
 369.0±13.65b
 367.9±13.84b
362.6±8.02b
 368.7±18.91b
 368.1±18.97b
 363.0±15.20b

 75.1±1.86a
 395.9±25.50b
 346.1±18.81b
337.6±9.21b
 353.6±10.89b
 376.6±17.46b
 381.3±15.38b
 372.4±12.94b

 71.7±1.52a
 463.9±29.65b
379.4±1.31c
 377.7±15.48c
 354.3±13.81c
 363.1±13.11c
 311.7±20.71c
 319.3±44.73c

 75.7±1.52a
 472.9±23.07b
 343.1±15.85c
 348.6±15.62c
 373.9±16.44c
 368.6±12.43c
 333.2±24.95c
333.7±7.25c

 76.3±2.10a
 465.6±18.14b
 343.4±26.24c
 364.4±18.20c
 355.3±19.00c
 364.7±19.11c
 337.1±19.27c
 332.0±36.08c

1)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E (n=7).
3)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way 
ANOVA.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연구에서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의 투여 농도증가에 따른 향은 찰되지 않았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는 양 김치 추출물 분말과 quercetin 투

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 김치 추

출물  quercetin 투여가 농도 증가와 무 하게 당을 조

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 의 당 하작용은 양  유효성분  휘발성

분의 하나인 allyl propyl disulfide 성분에 기인한다고 보고

되었다(26). 즉, allyl propyl disulfide 성분을 정상인에게 섭

취시키고 1주일 동안 당을 비교한 결과 섭취 직후 4시간까

지는 당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인슐린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고 하 으며, 양 투여 1주일까지  인슐린이 

다시 정상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allyl propyl di-

sulfide 성분이  인슐린을 길항하여 궁극 으로 in-

sulin-sparing 작용을 함으로써 당 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6). 한, allicin의 구체인 S-allyl 

cysteine sulfoxide가 정상  당뇨흰쥐의 췌장 베타세포로

부터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27)된 바 있으므

로 이러한 기 으로부터 양 가 항고 당  당 하 작용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장무게 변화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을 투여한 4주일 후 당뇨유

도군의 소변량과 신장무게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변 배설량은 양 김치 추출물 식이  quercetin 투여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상군의 신장무게는 2.11 g인 

반면, STZ 당뇨유도 조군은 2.31 g으로 약 0.2 g 정도 비

해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당

뇨유도흰쥐에 양 김치 추출물을 식이한 경우는 신장무게

가 2.20～2.22 g이었으며,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 투여

구 간의 신장무게의 변화에는 향이 없었다. 그러나 신장무

게는 당뇨유도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증

가하 으나 양 김치 추출물 투여군과 quercetin 투여군의 

신장무게는 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p<0.001). 이러한 결

Table 3. Effect of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
plementation of urine volume (mL/day) and kidney weight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s1)  Urine volume (mL) Kidney weight (g)

 Normal
 Control
 OK-100
 OK-200
 OK-400
 Q-5
 Q-10
 Q-20
 F-value

   10.3±1.502)a3)
136.6±6.10b
131.2±8.12b 
125.3±6.90b
125.0±5.74b
136.8±7.49b
122.8±3.91b
118.0±8.46b
51.385

  2.11±0.32a
  2.31±0.41b
  2.22±0.32a
  2.20±0.62a
  2.22±0.56a
  2.13±0.52a
  2.27±0.46a
  2.27±0.27a
  2.490

1)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E (n=7).
3)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 
way ANOVA.

과는 STZ에 의해 유도된 당뇨흰쥐에서 신장이 정상에 비해 

비 해진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28,29). 당뇨흰쥐에 있어

서 신장은 포도당이 UDP-glucose 는 glycogen으로 사

되어 사구체내의 사이세포(mesangial cells)에 축 되

거나(28), pentose phosphate 경로에서 포도당의 유출과 

RNA  DNA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장의 세포분열을 

진시켜 신장이 비 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9), 

당뇨유발 시 배설량의 증가로 신장의 부담이 커짐으로써 비

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뇨유도흰

쥐의 신장무게에 한 양 김치 추출물의 향은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기능  이상 감소에 향을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었다. 

신장기능 분석

 creatinine의 함량은 신장기능을 단하는데 요한 

지표인자로서 그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장의 손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험동물의  creatinine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STZ에 의한 직 인 신장기능의 하와 

STZ에 의해 유도된 당뇨병에 의한 이차 인 신장기능의 

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다. 양 김치 추출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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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ple-
mentation of serum creatinine 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
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way 
ANOVA.

quercetin 투여에 따른 creatinine 함량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Creatinine 함량은 정상군의 경우 0.63 mg/dL인 반면 

조군에서는 0.69 mg/dL로 다소 높았으나 유의 인 증가

는 아니었으며, 이러한 증가는 creatinine 농도의 정상범 에 

해당하는 수 이었다(30). 다른 군에서 측정된 값은 0.62～

0.69 mg/dL로 조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밖의 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양 김치 

추출물 투여  quercetin 투여가 STZ 투여  당뇨병에 

의한 신장 기능의 하로부터 보호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양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STZ 당뇨유도 흰쥐의 urine 

protein, glucose  BUN의 농도는 Table 4와 같다. 요단백

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당뇨 유도군의 모든 실험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요단백이 검출되었으며, 조군에 비해 양

김치 추출물 투여군  quercetin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요단

백 농도가 낮았다(p<0.001). 한 양 김치 추출물  quer-

Table 4. Effects of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
plementation of urine protein, glucose and serum BUN in 
STZ-induced diabetic rats

 Groups
1)
Protein (g/dL) Glucose (mg/dL) BUN (mg/dL)

 Normal
 Control
 OK-100
 OK-200
 OK-400
 Q-5
 Q-10
 Q-20
 F-value

  4.41±0.462)a3)
 32.86±5.87b
 20.55±3.53c
 18.91±1.46c
 18.06±2.35c
 20.87±2.94c
 16.65±3.80c
 16.65±3.80c
   19.180

 0a

12.21±0.53b
12.29±0.81b
11.26±0.94b
11.79±0.57b
10.23±1.61b
13.42±0.37b
11.29±0.84b
31.831

0.23±0.02a
0.79±0.04b
0.79±0.03b
0.79±0.04b
0.72±0.06b
0.69±0.07b
0.82±0.02b
0.80±0.03b
26.129

1)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E (n=7).
3)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 
way ANOVA.

cetin의 농도증가에 따른 차이가 찰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STZ에 의해 당뇨유도

로 상승된 요단백이 당뇨유도군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나 아직 정상수 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요단백이 검출

되었다는 Lim과 Kim(31)의 보고와 일치되는 것이며, 실험

기간 연장을 통해 유의 인 요단백 강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rine glucose의 농도는 

정상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당뇨 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요당이 검출되었으며(p<0.001),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에 따른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청 BUN 농

도 한 정상군에 비해 당뇨 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1),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에 따른 유의

한 효과는 없었다.

청 지질 함량 변화

양 김치 추출물을 투여한 STZ 당뇨유도 흰쥐의 청 

성지방(TG)과 총 콜 스테롤(TC) 농도는 Table 5와 같다. 

당뇨유도 흰쥐의 청 성지방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되었으며, 양 김치 추출물 투여군  quercetin 

투여군에서도 유의하게 증가된 수 을 나타내었다(p<0.001). 

그러나 조군에 비해 OK-100군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Q-20군의 성지방 농도는 정

상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양 추

출물 섭취가  지방농도를 감소시킨다는 다수의 보고

(32-35)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양 성분이 cyclooxy-

genase에 련된 효소활성을 억제하여 소 의 응집효과

를 나타냄으로써 평활근의 수축효과를 감소시키며, prosta-

glandin(특히 PGE1) 생성을 차단하여 지방조직에서 adre-

naline과 glucagon의 lipolytic effect를 진함으로써  

지방량을 낮출 뿐만 아니라 뇌졸 , 심장병이나 비만을 방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청 총 콜 스테롤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에

서 유의하게 증가된 수 (p<0.001)이었으며, 조군(87.0 

Table 5. Effects of onion kimchi extracts and quercetin sup-
plementation of serum lipid profiles in STZ-induced dia-
betic rats 

Groups1)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Normal
Control
OK-100
OK-200
OK-400
Q-5
Q-10
Q-20
F-value

63.8±2.472)a3)
87.0±1.76b
65.2±3.20a,c
69.2±1.28a,c
67.0±2.88a,c
62.2±1.45a,c
68.8±2.30a,c
60.0±2.00a,c
9.329

 48.0±4.93a
 89.2±6.75b
 83.1±4.57b
 71.6±6.49b
 75.2±6.14b
  75.8±19.96b
  78.2±22.71b
 58.8±6.69a
3.828

1)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2)Values are mean±SE (n=7).
3)Means with different kind of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method of one- 
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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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1). 그러나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의 농도증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양  추출물 

투여군  quercetin 투여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제로 고지 증(hyperlipidemia)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β

-lipoprotein(low density lipoprotein)인데 이것은 부분의 

순환계 콜 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36). 허 성심장질환

(ischemic heart disease)  뇌졸 (stroke)과 같은 동맥경

화와 련된 질병은 청 지질의 증가와 한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37), 실제로 쥐와 토끼를 이용한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마늘과 양 섭취가 청 총 콜 스테롤(TC), 

도지단백 콜 스테롤(LDL-C)  도 지단백 콜 스

테롤(VLDL-C)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HDL-C)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8-4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당뇨쥐에

게 양 김치 추출물을 투여하 을 때 얻어진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되는 경향이었다. 

Flavonoids인 quercetin은 지 증  콜 스테롤

증 활성이 있는 주된 성분이며(43), 양 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청 콜 스테롤 수   동맥경화를 감소시키는 효과

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non-sulphur 성분과 steroid saponins이 청 콜 스테롤 농

도를 감소(44)시키며, 이러한 물질들은 간장의 콜 스테롤 

생합성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콜 스테롤 증에 효과를 

나타내는 주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45,46). 이와는 조

으로 Gardner 등(47)은 생마늘뿐만 아니라 마늘 분말에서

도 LDL-C와 기타 장 지질 농도에 유의한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양 섭취에서도 심 계 질환에 련된 

변인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 계 질환의 감소  콜 스테롤 증에 련된 더욱 

세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양 김치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해 streptozoto-

cin(STZ)으로 유도한 당뇨병 흰쥐를 이용하여 양 김치 추

출물 투여에 한 당강하  지질성분의 함량 변화를 조사

하 다. 체 변화는 정상군은 4주 사육기간 동안 지속 으

로 증가하 으나, STZ 유도 당뇨 조군은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양 김치 추출물과 quercetin 투여군에서도 유의한 체

감소가 있었으나 투여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당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STZ로 유도한 당뇨흰쥐에서 유의하

게 증가되었으며, 투여 2주에서부터 조군에 비해 양 김

치 추출물 투여군과 quercetin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 그러나 식이농도 증가  투여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소변량은 정상군에 비해 STZ로 유도한 당뇨흰쥐에

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

여군의 식이농도 증가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장무게는 

정상쥐에 비해 당뇨쥐에서 증 되었으며,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 을 나타내어 정

상군과 차이가 없었다. 청 총콜 스테롤  성지질은 

정상쥐에 비해 STZ 유도 당뇨 조군에서 증가되었으나 양

김치 추출물  quercetin 투여군에서 낮은 수 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 김치 추출물 섭취가 당뇨쥐에서 

증가된 당  청 콜 스테롤 수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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