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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고지혈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지(1).

난 년간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고 보10

고되었고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과의 관계를 조, ,

사한 연구에 의하면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가, 1 mmol/L

증가할때마다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사망률은 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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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48%

고지혈증 개선과 관련하여 식품 섭취를 통한 혈액(2,3).

지질 개선이나 식품 성분의 생리활성 연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생리적으로 활성을 가지는 가 풍부한. flavonoid

과채류나종자류 그리고 차등의 섭취는심혈관계 질환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다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4-6).

한실험에서 혈액의콜레스테롤농도는섭취되는 flavonoid

농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보고도 있다(6).

양파(Allium cepa 는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다L.)

년생으로식재료로 널리이용되어져왔다 양파의성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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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onions, or bioactive compounds therein, providehealth benefit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whether a concentrated onion extract lowered blood lipid levels in rats fed a high-fat diet. Initially,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housed singly in an environment in which temperature and light duration were

controlled, and had free access to a nutritionally adequate AIN-93G diet and deionized water. After an acclimatization

period, rats were weight-matched and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five groups: 1) a control group, fed the

AIN-93G diet mixed with 10% (w/v) lard and 0.7% (w/v) cholesterol to induce hyperlipidemia (control); 2) three

experimental groups, fed the AIN-93G diet mixed with a high-fat source plus concentrated onion extract at three

different levels (termed the low-dose, medium-dose, and high-dose groups); and, 3) a placebo group, fed the AIN-93G

diet with fats plus the same concentrated extract but devoid of onion-derived material. All five groups freely ingested

their respective diets over 6 weeks. At 0, 3, and 6 weeks,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orbital sinus

following overnight food deprivation. At 6 weeks, livers were collected. Both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continually gained body weight throughout the study. No significant differencein body weight gain was observed

among groups. However, the serum concentrations of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and non HDL-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ingestion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Also, the hepatic levels of total lipids and total

fatty acids, especially C18:1 (oleic acid),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rats fed a high level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placebo groups. These results provide clear evidence that ingestion of a

concentrated onion extract has a profound inhibitory effect on serum lipid levels in rats fed a high-fat diet. Our

findings indicate that a concentrated onion extract may be used to alleviate hyperlipidemia by lowering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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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수분이 약 이며 가식부의 주성분은 당질90% (6.8-

이며 이중 가 가장 많다 생리적으로 활성을8.0%) fructose .

띠는것으로 알려진 등의quercetin, quercitrin, rutin flavonoid

류와황화합류인 및 등이포함allyl disulfide diallyl disulfide

되어 있어 최근에는 건강증진 목적으로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항산화 작용 항고혈압(7,8). ,

작용 항혈당작용 항동맥경화작용등을유도하는물질로, ,

알려져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혈액 지질 개선에도,

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러한양파(8-13).

자체의성분분석이나동물실험은다수보고가되어있으나

양파를 음료 형태로 가공처리한 후 액상의 상태에서 혈액

지질대사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것은아직보고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고지혈증 흰쥐 모델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가공 방법으로 생산된 양파 농축액

의보충이혈액 지질대사와 간조(concentrated onion extract)

직의지질농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기위해

서설계되었다 양파농축액의공급은 보다안전하고자연.

스러운 방법으로 스스로 마실 수 있도록 유고하기 위해서

동물이매일먹는물에 희석하여 공급하였으며 양파농축,

액의 섭취량에 따른영향을비교하기위해서저농도 중농,

도 고농도 그룹으로 나누어 주 동안 조사하였다, 6 .

재료 및 방법

양파 농축액

실험에 사용된 양파 농축액은 창녕군 소재 한업체에서

제조된 양파 농축액상품명 오니웰( : (Oniwell)
TM을 사용하)

였다 이양파농축액은현재시판중이며농축과정을통해.

서 지표성분으로 평균 의 이17.28-25.92 mg/100 g quercetin

함유되도록농축된것으로알려져있다 동물실험 주기간. 6

동안같은조건에서제조된양파농축액을냉동저장보관

하면서 실험동물에 공급하였다

동물식이 조성

실험에 사용된 식이는 미국영양학회(American Institute

가추천하는표준식이인분말형of Nutrition, AIN) AIN-93G

식이중앙실험동물주 를 사용하였다 이 식[ ( )] (14). AIN-93G

이의 함량은 로조정되었고 고지방식이를mineral egg white ,

만들기위해서 식이에 와AIN-93G 10% lard (100 g/kg diet)

콜레스테롤 을 혼합하여 고지혈증 유도0.7% (7 g/kg diet)

식이로 사용하였다 조성된 식이조성표는 과 같다. Table 1 .

실험동물 사육 및 양파 농축액 공급 방법

실험동물은 주령8 male Sprague-Dawley rat(Harlan Sprague

중앙실험동물이며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Dawley, Inc, ) ,

과 동물사육실실내온도 상대습도( 22±2 , 55±5%, 12 h℃

에서 개인별 로 자유롭게 공급된 증류light-dark cycle) cage

수와표준식이로실험식이공급시까지 사육을 하였다 실.

험식이 공급 전날 체중에 따른 난괴법으로 마리씩 군으8 6

로 나누었다 고지방 식이를 공급받은 동물군을 대조군.

고지방식이와 양파만제외된 양파 농축액농축액(control), (

의 첨가제 및 향미 성분 등만 공급받은 동물군을 위약군)

그리고 고지방식이와 양파 농축액을 공급받은(placebo),

동물군을 양파 농축액의 양에 따라 저농도군(low dose),

중농도군 고농도군 으로 정하(medium dose), (high dose)

였다.

Table 1. Diet composition
1)

Ingredient

Amount (g/kg)

Control diet
Experimental

diet

Egg white 200.0 200.0

Cornstarch 528.5 528.5

Dextrose 100.0 100.0

Cellulose 50.0 50.0

Soybean oil
2)

70.0 70.0

Mineral mix 35.0 35.0

Vitamin mix 10.0 10.0

Biotin (1mg/g biotin sucrose mix) 4.0 4.0

Choline Bitartrate 2.5 2.5

Lard 100.0 100.0

Cholesterol 7.0 7.0

Cholic acid 3.5 3.5

Concentrated onion extract (mL/rat) at Low dose - 1.63

Concentrated onion extract at medium dose - 3.26

Concentrated onion extract at high dose - 6.52

1)
Formulated and supplied from Dyets, Bethlehem, PA,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AIN (14).

2)
Contained 0.02% tert-butylhydroquinone.

양파농축액은자연스럽고자발적으로 섭취를유도하기

위해서 동물이 매일 먹는 물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먼저.

정확한공급량계산을위해서 실험동물의 주일간의평균, 1

물 섭취량을 측정 한 후 이 물을 매개체로 양파농(mL/day) ,

축액의 공급량을 계산하였다 양파농축액 투여량은 사람. ‘ -

동물 체표면적[body surface area (BSA), m
2
비로 계산하였] ’

다 즉 성인 몸무게와키 를기준의 평균(15). , (70 kg 173 cm )

은 약 이고 흰쥐의 가 약BSA 1.844 m2 , 300 g BSA 0.040

m
2
인 것을 기준하여 계산된 사람과 흰쥐의 비가 약BSA

이었다 사람의 경우 매일 음료로 양파농축액 포‘46' . 1 (150

를 섭취한다고 가정하여 비율에 해당되는mL) , ‘4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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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 섭취 당량 이 된다mL’ ‘ (animal intake equivalent)’ .

이 실험에서는 양파 농축액을 사람이 음료 형식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을 기호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었다 사람의3 .

포 에 해당하는 양 포 에1/2 (75 mL) (1.63 mL/rat), 1 (150 mL)

해당하는 양 그리고 포 에 해당하는(3.26 mL/rat), 2 (300 mL)

양 을 각각 저농도군 중농도군(6.52 mL/rat) (low dose),

고농도군 으로 하여 해당 동물에(medium dose), (high dose)

주간매일 신선하게공급하였다 일주일간실험동물의하6 .

루 평균 물 섭취량이 약 이었고 매일 섭취하는 물25 mL

당 상기된 해당 양파농축액을희석하여공급하였다25 mL .

평균양파농축액이포함된물섭취량은 주동안그룹간에6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체중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간에걸쳐매주정해진날에각동물의체중을측정하였다6 .

혈청 지질의 분석

동물혈액의지방농도변화를 주동안지속적으로살펴6

보기 위해서 안구혈액채취법, ‘ (retro-orbital sinus bleeding)'

으로 주마다 같은 동물에서 약 의 공복약 시간3 2 mL ( 12 )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혈액응고를 유도한 후.

원심분리기 를이용 혈청시료를(2,000 x g for 10 min at 3 ) ,℃

분리하였다 주째 채혈 직후 각 동물의 간을 적출하여. 6 ,

냉동보관 하였다 혈액의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효소(-75 ) .℃

적 방법아산제약으로측정하였다 혈청 콜레스테롤( ) . HDL-

은 먼저 을 분리한 후 상기한 효소비색법을 이용하여HDL

측정하였고 콜레스테롤 농도는 총콜레스테롤 농non-HDL-

도에서 콜레스테롤값을 제한수치로하였다 혈청의HDL- .

중성지방 농도는 효소적 방법아산제약을 이(triglycerides) ( )

용하여 측정하였다.

간 지질의 추출 및 과 총지방산 측정-tocopherolα

간 지질은 약 의 균질화된 간 시료로부터700 mg

혼합 유기용chloroform:methanol (v/v, BHT 151.3 mol /L)μ

매 추출방법으로 분리하였으며 유기용매 제거 후(16),

(N-EVAPTM 111, Organomation Associates Inc., MA, USA),

총 지방량 을 측정하였다 간의(total lipid) . -tocopherolα

측정은 등 의방법을따랐다 사용된HPLC Zaspel (17) . HPLC　

은 에 유지된 역상column 40 column (Alltima C18, 5 m,℃ μ

으로4.6 x 150 mm, Alltech Associates, Inc., IL, USA) ,

Beckman System Gold software (Beckman Instruments, Inc.,

을 겸비한 장치에 연결되었다 이동상Fullerton, CA, USA) .

은 이었고 에서분석100% methanol (2 mL/min) UV 295 nm

되었다(18).

간조직의총지방산측정은 를이용하여 등GC Folch (16)

과 등 의방법에준하여측정하였다 추출된지방Slover (19) .

에 의 와2 mL 0.5 N methanolic NaOH 14% BF3를 첨가하여

메틸화를유도하였다 지방산의분리및동정은. GC (Model

GC 7890A, Agilent Technologies, Inc., Wilmington, DE,

와 불꽃이온화검출기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사용USA) .

된 은column DB-23 (50%-Cyanopropyl)-methyl polysiloxane;

이며 분리0.15 m, 0.2 mm; 60 m, Agilent J&W, Inc., USA) ,μ

온도 조건은 에서 분 그 후 분에 씩 온도를200 10 , 1 5℃ ℃

올려서 분 후 에서 분 동안 측정하였다 사용된4 220 9 .℃

는 이었으며 같은 분석조건의 표준 지internal standard 17:0 ,

방산 과 비교해서(Nu-Chek Prep Inc., Elysian, MN, USA)

각 지방산의 양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들은 평균치와 표준편차 로 나타내(means±SD)

었고 를 이용하여, SPSS package program software ANOVA

로 검증한 후 수준에서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test .

결과 및 고찰

체중 변화

고지방식이와함께 주동안급여한결과로나타난체중6

변화는 와 같다 대조군들과 실험군들의 비교에서Table 2 .

모든동물군에서실험종료시점까지지속적인체중증가율

을보였으며 주째최종몸무게가시작몸무게와비교해서, 6

대조군이 으로 위약군이 으로468.0 g 44.4%, 461.5 g 42.1%,

양파 농축액 저농도군이 으로 중농도군이450.4 g 38.4%,

으로 으로 증가율을 보였다454.3 g 40.1%, 451.7 g 39.1% .

그러나 동물군들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김과.

김 의보고에서는양파시료섭취군들이양파의식이섬(22)

유 함황화합물의영향으로 사료섭취량에 비해, flavonoids,

체중증가량이적었다고보고했으나본연구에서는실험기

간 동안 모든 군에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룹

간의비교에서는실험군들의평균체중이감소하는경향이

있었지만 유의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2.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mean body

weights in rats fed a high fat diet for 6 wk

(g/rat)

Week Control Placebo Low dose Medium dose High dose

0 324.4±14.7
1)

324.7±14.1 324.5±14.0 323.6±14.1 325.1±14.2

1 354.6±18.0
a2)

350.7±15.6
a

343.2±15.1
ab

333.5±14.9
ab

323.9±21.3
b

2 389.2±23.0
a

386.8±23.4
a

365.6±15.2
ab

365.0±12.5
ab

358.0±23.8
b

3 414.6±28.1 411.0±26.2 388.0±19.3 393.6±15.4 393.6±26.7

4 435.8±31.9 424.7±32.8 407.6±29.3 416.1±17.2 414.4±31.4

5 456.3±33.3 446.9±32.9 432.2±38.0 439.2±19.5 438.6±32.8

6 468.0±36.9 461.5±36.1 450.4±37.4 454.3±21.5 451.7±32.8

1)
Values are means±SD, n = 8.

2)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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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지질 변화

양파 농축액을 주간에 걸쳐 공급한 결과 동물의 주요6

혈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과 같다 주째에 나타난 혈액의 중성지방 농도는Table 3 . 6

고지방식이 대조군 그리고 위약군 에서 각각, (placebo)

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양파 농축136.2 mg/dL, 119.3 mg/dL

액의고농도 중농도 고농도 단계별급여군에서 각각, , 52.0

이었다 이는 중성지방의mg/dL, 72.4 mg/dL, 73.83 mg/dL .

농도가 대조군이나 위약군의경우 고지방식이 와(10% lard

콜레스테롤 첨가에 의해서 증가되었으나 고지방식0.7% )

이와함께급여된양파농축액에의하여유의적으로감소되

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파 농축액 급여군들.

간의비교에서는공급된양파농축액의양에비례해서감소

현상이 나타나지않았다 에서와같이중성지방농도. Fig. 1

는 주째부터 양파농축액의 공급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3

였으며 주째에 대조군이나 위약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6

가한반면실험군에서는고지방식이가공급되더라도양파

농축액공급에의해서유의적으로감소현상을지속한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the serum

concentrations of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HDL-cholesterol (HDL-C) and non-HDL-C in rats fed a high fat

diet for 6 wk

(g/rat)

Lipids Control Placebo Low dose Medium dose High dose

TG 136.2±33.5
a1)

119.3±35.1
a

52.0±14.3
b

72.4±12.4
b

73.8±25.0
b

TC 170.1±19.1
a

151.3±25.4
a

109.4±20.4
b

113.7±18.3
b 123.7±21.

3
b

HDL-C 29.5±9.8
ab

26.8±4.5
ab

22.3±6.9
c

23.1±5.4
bc

34.7±8.9
a

Non-HDL-C 140.6±17.2
a

124.5±23.0
a

87.1±18.8
b

90.6±18.6
b

89.0±25.3
b

1)
Values are means±SD, n = 8.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Fig. 1.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serum triacylglycerol

levels of rats fed a high fat diet for 6 wk.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n = 8. Means at a time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p<0.05.

혈청의총콜레스테롤농도는고지방식이대조군 그리고,

위약군 에서 각각 으로(placebo) 170.1 mg/dL, 151.3 mg/dL

나타났고 그리고 양파 농축액의 농도 단계별 급여군에서

각각 이었다 이109.4 mg/dL, 113.7 mg/dL, 123.7 mg/dL .

또한 혈청의 중성지방 농도 변화와 유사하게 콜레스테롤

첨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증가되었으나 고지방식(0.7% )

이와 함께 급여된 양파 농축액에 의해서 약 18%-27.8%

이상 감소되었다 그러나 양파농축액 급여군들 간의 비교.

에서는 급여된 양파 농축액의 양에 비례해서 감소현상이

지속되지 않았다 는 주 동안에 혈액순환계 상에서. Fig. 2 6

총콜레스테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고지방 식이 공급.

으로 대조군이나 위약군은 지속적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으로발전하였고반면에양파농축액급여군에서는혈액의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군 간의비교에서는 그림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2.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of rats fed a high fat diet for 6 wk.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n = 8. Means at a time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p<0.05.

에서와 같이 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이Table 3 , HDL-

이었고 위약군이 이었으며 양파 농29.5 mg/dL , 26.8 mg/dL ,

축액의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급여군에서는 각각, , 22.3

로나타나 대조군과 실험군mg/dL, 23.1 mg/dL, 34.7 mg/dL ,

또는실험군들간의비교에서는유의적인차이가없었으나

고농도투여군에서만유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혈중 공복시 혈액인 경우 콜레스테롤non-HDL( , non HDL-

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과 실험군과의LDL)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실험 조건에서 양파 성분의 고

지혈증개선 작용을 보고하였다 본연구의 혈액중성지방.

이나콜레스테롤감소현상은다른연구자들의연구결과들

과어느정도일치한다고판단된다 예로 본인의이전실험. ,

결과에서도 알코올성 지방간 동물모델로유도된 고중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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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혈증 이 동결 건조된 양파 추출(hypertriacylglycerolemia)

물분말에의해서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양파성분(20).

영향 실험에서 양파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인 S-methyl

체중를 일간함께 콜레cysteine sulfoxide (200 mg/kg ) 45 1%

스테롤보충식이와혼합공급했을때고지혈증이개선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이러한개선 효과는 지방조직의,

활성억제와관련이있으며혈액이나조직lipoprotein lipase

의 농도감소와밀접한관계가있다고보고하free fatty acids

였다 또한대표적인지방합성효소인(21). glucose 6-phosphate

활성dehydrogenase, malic enzyme, HMG CoA reductase

저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21).

양파의생리활성성분의고지혈증억제작용은양파의부위

별성분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 특히양파의껍질부분의,

추출물이고지혈증억제작용과변은통한지방배출작용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양파즙(22). (onion

의형태로 투여했을때에도유사한고지혈개선작용juice)

을보고하였다 이번실험에사용된양파농축액은양파(23).

껍질 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사용하여 농축한 점을 고려해

볼때 위에서열거한성분별고지혈증억제작용들이종합,

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이된다 따라서 양파농축액에. ,

의한고지혈개선작용은간이나다른지방조직에서총체

적으로지방합성을억제함으로써결과적으로혈액지질의

농도감소가발생한것으로판단이된다 그리고본연구에.

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은 양파 농축액의 투여량이 따른

농도 비례적인 개선효과를보이지않았다는점인데 현재,

로선최적의혈액지질감소효과를유도한양이어느정도

인지 현 실험 결과로선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어져야할 관련 과제라고 판단이 된다.

간 조직의 지질 변화

양파 농축액의 주간 공급에 따른 간의 주요 지방 농도6

변화에미치는영향은 와같다 주째의간의무게는Table 4 . 6

대조군 위약군에서각각 이었으며, 22.3 ± 2.5 g, 22.0 ± 1.7 g ,

양파 농축액을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단계별로 공급받은, ,

동물군에서는 각각 20.2 ± 2.0 g, 21.9 ± 2.6 g, 20.5 ± 2.4

으로 나타났다 이들 동물군들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g .

없었다 간 조직의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과의 비교.

에서양파농축액급여군들의수치는유의적으로감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항상화 지용성 비타민인 농. -tocopherolα

도도고지방식이섭취로상당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양파 농축액 고농도 급여군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 조직의 총지방 함량은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양파 농

축액의 공급으로 저농도 중농도 급여군에서는 차이가 없,

었으나 고농도군에서는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보였

다 이는(306.0 ± 19.1 mg/g vs. 265.1 ± 24.7 mg/g liver).

양파 농축액을 고농도 수준에서 급여하였을때만 간지방,

의 농도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는 추출된 간의. Table 5

총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나타낸다 팔미트산 스테아. (16:0),

르산 올레산 리놀렌산 이 간의 주요 지방(18:0), (18:1), (18:2)

산으로존재하였고오직양파농축액고농도급여군의올레

산에서만대조군과의 비교에서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보였다 팔미트산이나스테아르산에서도비슷한경향을.

있었지만 유의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다.

Table 4.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the liver

concentrations of -tocopherol ( TP), phospholipid (PL), totalα α
cholesterol (TC) and total fatty acids in rats fed a high fat diet

for 6 wk

Lipids Control Placebo Low dose Medium dose High dose

TPα
(nmol/g liver)

129.8±27.4
a1)

153.1±14.6
a

147.6±37.4
a

154.3±33.0
a

88.9±18.5
b

PL
( mol/g liver)μ 17.2±0.8

b
19.9±2.9

a
19.5±1.3

a
18.8±0.8

ab
19.9±1.0

a

TC
( mol/g liver)μ

218.4±27.8
ab

225.0±19.7
ab

240.2±33.0
a

226.1±17.7
ab

199.4±22.3
b

Liver
(weight, g)

22.3±2.5 22.0±1.7 20.2±2.0 21.9±2.6 20.5±2.4

Total lipid
(mg/g)

306.0±19.1a 313.4±14.0a 291.1±33.1
ab

302.0±14.9
a

265.1±24.7
b

Total fatty acid
( mol/g liver)μ 358.5±61.0

a
350.9±13.0

ab
305.8±51.2

ab
329.7±49.7

ab
291.7±49.8

b

1)
Values are means±SD, n=8.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Effect of concentrated onion extract on the liver

concentrations of fatty acids in rats fed high fat diet for 6 wk
1,2)

Fatty
acids

Control Placebo Low dose Medium dose High dose

mol/g liverμ

16:0 94.7±24.4
1)

87.5±9.2 72.5±21.8 85.5±20.0 70.5±14.1

18:0 137.1±25.7 131.8±6.3 115.3±22.2 129.5±19.5 110.4±19.7

18:1 106.1±12.1
a2)

103.4±5.4
a

90.1±12.7
ab

87.7±14.3
ab

84.5±17.2
b

18:2 7.8±1.1
a

7.6±0.4
a

5.9±0.9
b

5.8±1.0
b

6.2±1.6
b

18:3 14.5±2.0 14.6±1.4 16.2±2.0 15.4±1.2 14.8±1.4

20:4 3.0±0.6 3.0±0.3 2.9±1.0 2.9±0.5 2.7±0.2

22:6 3.1±0.6 3.0±0.3 2.9±1.0 2.9±0.5 2.7±0.2

Total 358.5±61.0
a

350.9±13.0
ab

305.8±51.2
ab

329.7±49.7
ab

291.7±49.8
b

1)
Values are means±SD, n=8.

2)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이상의결과들을바탕으로종합해보면 양파농축액급,

여에의해서간의지질농도변화는혈액의지질농도변화

만큼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현재알려져있지않으나소장의지방소화및흡수

과정에서양파의 성분이지방의분해효소에의한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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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억제나 변으로의 담즙산이나 지방의 배설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의 최근의(24).

실험에서양파성분이 포함된양파고추장추출물이 중성지

방과콜레스테롤의소장흡수율을현저히억제한다는사실

을실험을통해밝혔다미발표 등 은췌장성인지( ). Juhel (25)

질 분해효소 의 활성이 에 의해(pancreatic lipases) flavonoid

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등, Shishikira

도지방유화모델 을이용(26) (lipid emulsion model) , flavonoid

이 지방유화작용 을 억제한다고 보고하(lipid emulsification)

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혈액의 지방대사와. ,

관련한 양파의 개선 효과는 간에서 보다 다른 조직 특히,

소장의소화및흡수차원에서더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연구는 또한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와 같이 양파의 개별 성분이, ,

아닌 양파 전체를 이용해서 제조한 양파 농축액을 액상의

형태로 지질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은

새로운시도라고판단이된다 이실험조건하에서 주동안. 6

고지방식이와 함께 실험동물에 공급했을 때 혈액의 지질,

농도가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실험.

조건에서 양파 농축액을 급여한 양을 비례적으로 차이를

두어공급했음에도불구하고농도비례적인지질개선작용

이없었다 그래서양파농축액에의한고지혈개선작용은.

차적으로간이나다른지방조직의지방합성을억제함으1

로써 혈중 지질의 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의 방향은 소장 지방의 흡수율이 에 의해flavonoids

서억제된다는사실을간주해볼 때 양파의 성분, quercetin

이 소장의 지방 흡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하겠다.

요 약

양파농축액이 흰쥐동물모델에서고지방식이로유도된

고지혈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였다 고지방식.

이가 혼합된식이만공급된동물군을대조군 고지방식이,

와 함께 양파 농축액 중 양파만 제거된 농축액만 공급된

동물군을위약군 그리고고지방식이와양파 농축액을 함,

께공급된동물군을농도에따라저농도군 중농도군 고농, ,

도군으로 마리씩 그룹으로나누어 주간사육하였다 시8 5 6 .

작전 주째그리고 주째에 혈액을 채취하였고 간은 주, 3 6 6

혈액 채취 직후 적출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연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으나

그룹 간에유의적인차이를보이지않았다 양파농축액을.

공급받은 동물군들의 혈액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지방식이를지속적으로 동non-HDL

시에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째에는 대조군에 비해6

서 유의적으로감소되는경향을보였다 간의총지방 함량.

이나 총지방산의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해서 양파농축액

고농도급여군에서만유의적으로감소되는경향을보였다.

이상의실험결과들을종합해볼때 주동안고지방식이, 6

로유도된실험동물의고지혈은양파농축액에의해서유의

적으로개선되는경향을보였다 이실험결과는양파농축.

액이 혈액의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서

고지혈증개선에효과가있어고지혈증을완화하는데효과

적인 식이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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