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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tioxidant Activities of Black Onion Extracts

Ya-Ru Yang, Yang-Kyun Park†

Department of Food Engineering and Food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Center,
Mokpo National University, Muan 534-729,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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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of black onion were investigated.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28.56%)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13.5 mg/g) were found in the water extract. The water 
extract also showed the highest protective effect on the RAW 264.7 cell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showed the highest reducing power. The water extract showed higher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65.98 and 89.69%, respectively) than the other solvent extracts (ethanol, 47.77%; methanol, 
66.12%). Hence, black onion can be used as a potent natural antioxidativ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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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식품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 유용성분을 식품소

재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체조

절 기능이나 방어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성분들은

질병예방과 노화억제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 흑양파는 생양파

의 강한 냄새와 매운 맛을 감소시키고, 양파 자체 성분의

반응에 따른 감미와 산미가 조화를 이루어 섭취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양파 가공품이다(4). 흑양파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 양파 자체에 함유된 당과 아미

노산에 의한 갈변반응 및 중합반응으로 인해 흑색으로 변화

된다. 그래서 흑양파는 생양파에 비하여 가공과정에서 생

성되는 갈변물질의 증가로 인해 생리활성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4), 특히 매운 맛과 자극취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어 다양하게 제품화되고 있다.

흑마늘의 생리활성에 관한 국내 연구에는 흑마늘의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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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따른 영양성분 및 주요성분의 변화와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5), 흑마늘과 생마늘 30% 에탄

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6), 흑마늘과 생마늘의 영양

성분 및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활성 비교(7), 숙성 홍마늘의

생리활성(8)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 흑양파 추

출물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바 없다. 양파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양파 껍질과 양파 육질의 용매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9), 양파 메탄올 추출물의 생리활성(10), 양파 추출물의

간보호 및 항산화 효과(11), 그리고 양파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12) 등이 보고되어 있다.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물질의 함량은 품종, 처리방법 뿐

만 아니라 추출용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

인 추출용매의 선별은 항산화 물질의 추출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13). 홍삼은 제조과정의 특이성 때문에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라고 추정되며 이 중에서도

amino-carbonyl 반응과 polyphenol의 자동산화가 주원인이

라고 추측하였다(14). 갈변반응 생성물이나 분획물을 이용

한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15), 홍삼의

갈변물질은 대부분 수용성 물질이며 비극성 갈변물질은

1~2%에 불과하다(16). 양파는 quercetin, isorhamnetin,

kaempferol, rutin과 같은 flavonoids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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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있다(17). Flavonoids 중 quercetin은 alcohol, glacial

acetic acid에는 녹으나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며,

kaempferol은 물이나 뜨거운 alcohol, ether 또는 alkalies에

녹기 때문에 양파 메탄올과 에탄올 추출물군이 혈장과 간의

총지방,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의 농도저하에 있어서 그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19).

흑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추출

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추출물은 흑양파 음료, 엑기

스, 식초, 환 등의 제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양파를 에탄올, 메탄올 및 물로

각각의 추출물을 제조하고, 이 추출물의 총 페놀, quercetin

함량과 환원력, DPPH 라디칼 소거능 등 항산화활성을 비교

검토하여서 흑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양파(Allium cepa L)는 천주황 품종으로 2009년에 수확

된 것을 전남서남부채소농협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흑양파의 제조는 Park 등(4)의 방법에 따라서 껍질로

싸여 있는 100 g 내외의 작은 양파를 90℃에서 1차 숙성시키

고 50℃에서 2차 숙성시킨 다음 65℃에서 건조시켜 흑양파

를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표준시약인 quercetin과

gallic acid와 항산화 활성 측정용 시약인 DPPH (α,α

-Diphenyl-β-picrylhydrazyl)와 ABTS (2, 2'-azino-bis(3-

ethylbenzthiazoline- 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건조된 흑양파 1 kg에 각각 추출용매인 ethanol, methanol,

물을 10배씩 가하여 60℃의 수욕 상에서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추출장치로 4시간씩 3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이

것을 여과한 액을 모두 모아 회전식 진공농축기(R-114,

Buchi Darmstadt, Germany)로 농축하고, 완전 건조시킨 무

게를 측정하였다. 추출수율은 건조 흑양파 및 농축액의 중

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이 농축액에 각각의 용매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여

흑양파 추출물의 갈변도, 총 페놀 및 quercetin 함량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시료액을 농도별로 100, 250,

500, 1000 μg/mL로 희석하여 MTT에 의한세포독성과 환원

력,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등 항산화

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갈변도

갈변도는 Jee 등(20)의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시료액 1 mL에 증류수 40 mL을넣고혼합한 다음 여기

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10 mL을 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이어 이들로부터 얻어진 용액을 여

과하여 spectrophotometer (Ultrospec 4300 Pro, Biochrom,

Uppsala, Sweden)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그 값

을 갈변도로 하였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21)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흑양파 추출물의 시료액 0.1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 N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 DW＝

1:2, v/v) 0.2 mL를 가하여 23℃에서 1분간 반응시킨 다음

5% Na2CO3 용액 3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이 반응용액을 분광광도계(Ultrospec 4300 Pro,

Biochrom, Uppsala, Swede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로 작성한 표준 검량곡선을

이용하여 흡광도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Quercetin 함량

추출물의 quercetin 함량은 Park과 Lee의 방법(22)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2 mL를 Sep-Pak cartridge에 loading

한 후 2 mL의 HPLC용 methanol: acetic acid: water(75:5:20)

용액으로 용출시켜 Millipore 0.45 μm filter를 통과시킨 후

HPLC(LC Module I Plus, Waters, Milford, MA, USA)로

quercetin을 분석하였다. Column은 Crestpak C18 4 x 150

mm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5% acetic acid (80%에서 0%)와

methanol (20%에서 100%)의 구배용매를 사용하여 1

mL/min로 25분간 분석하였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독성

흑양파 추출물의 독성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

법(23)을 이용한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험순서는 RAW 264.7 동물세포주를 부유시켜 10% FBS

MEM medium로 96 well plate에 1 well 당 1x105/200 μL가

되도록 seeding 하여 pre-incubation 하였다. 24시간 후 new

medium으로 교환한 후 최종 흑양파 추출물의 시료 농도가

100, 250, 500, 1000 μg/mL가 되도록 하였고, total volume을

200 μL로 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 formazan의

형성은 2 mg/mL의 MTT용액을 20 μL 첨가하여 3~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확인은 DMSO 용매 500 μL을 넣어 보라

색의 formazan을 정확히 녹여 ELISA reader(Spectra Max

250, Molecular Devices Co,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실험은무처

리군에 대한 처리군의 비율로 계산하여세포생존율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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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

환원력은 Oyaizu(24)의 방법에 준하여 흑양파 추출물의

각 농도별 희석액 1 mL에 인산 완충액 200 mM, pH 6.6과

1%(w/v) potassium ferricyanide 1 mL를 차례로 가하고 이

혼합물을 50℃의 수용액상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다음

10%(w/v)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 1 mL를 가하여

13,5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은 상징액 1 mL에

증류수와 ferric chloride를 각각 1 mL씩 가하여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으며, 추출물의 환원력은

흡광도 값으로 표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Choi 등(2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Sigma,

St. Louis, MO, USA) 8 mg을 300 mL에 녹여 여과하고 이

용액 5 mL에 흑양파 추출물의 각 농도별 희석액 0.5 mL를

혼합한 후 원심분리(3,500×g, 3 min) 하여 상징액을 회수하

여서 10분 후에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PPH 리디칼 소거능(%) =(Ab-As)/Ab × 100

Ab: 시료 무첨가 흡광도,

As: 시료 첨가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항산화능은 (2, 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26)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1.0 mM (2,2'-azobis-(2-

amidinopropane)HCl) (AAPH)와 2.5 mM ABTS 시약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 용액 100 mL에 섞어

70℃ 항온수조(VS-1901W,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non, Korea)에서 반응시켜 ABTS 라디칼 용액을 제조

하였다. PBS 용액을 이용하여 724 nm에서 0.650±0.02의

흡광도로 라디칼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였다. ABTS 라디칼

용액 980 μL와 흑양파 추출물의 각 농도별희석액 20 μL를

37℃의 항온수조(DS-23SN, Dasol Scientific Co, LTD,

Hwaseong, Korea)에서 10분간 반응시켜 734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물질로 ascorbic acid (AA)

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은

AA에 상응하는 양(mg AAE/g dry weight)으로 환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고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된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평균값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수율

흑양파를 ethanol, methanol, 물의 3가지 용매로 추출물을

제조하여 이들의 추출수율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물 추출물이 28.56%로 수율이 가장 높았고 methanol >

ethanol 순서이었으며, 양파의 경우도 물 추출물에서 수율

이 많았다. Bang 등(9)이 보고한 양파육질 추출물의 수율과

비교할 때 methanol, ethanol 처리구보다 적었으나 생양파

물 추출물의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Shin 등(6)

의 흑마늘 열수 추출물의 수율이 ethanol 추출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는 결과와 Kwon 등(27)의 마카 추출수율이

물 > methanol > ethanol 순서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1. Yields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 from black
onion.

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on bar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O: ethanol extract of onion. EBO: 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MO: methanol extract of onion. MBO: m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WO: water extract of onion. WBO: water extract of black onion.

갈변도, 총 페놀 및 quercetin 함량

흑양파 추출물의 갈변도, 총당, 총 페놀 및 quercetin 함량

은 Table 1과 같다. 흑양파 추출물의 갈변도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물 추출물이 0.40으로 가장 높

았다. Lee 등(8)의 홍마늘 물 추출물의 갈변도가 0.14인결과

와 비교하면 흑양파 물 추출물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은 양파 추출물보다는 흑양파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흑양파 추출물의 경우 물 추출물에

서 13.50 mg/g로 가장 많았으며, 흑양파 ethanol 추출물에서

는 9.49 mg/g로 가장 낮았다. 총 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서 항산화 작용,

항혈전 작용, 고지혈증 및 지방간 억제 작용 등의 활성을

가진다. 이는 열처리로 조직이 연화되어 시료 내부에 강하

게 결합되어 있던 페놀 화합물이 유리되어 저분자 페놀

화합물의 농도 증가나 추출이 용이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7). 또한 본 실험의 결과는 420 nm에서 갈변색소의 함량과

총 페놀함량은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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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양파의 quercetin 함량은 생양파의 50% 수준이었으며,

흑양파 methanol 추출물은 13.20 mg%로 다른 흑양파 추출

물의 경우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Jin 등(28)에 의하면

60% methanol 양파추출물의 quercetin 함량은 3.0 mg% 이었

지만 quercetin과 그 배당체가 증류수보다는 유기용매에 더

잘 녹아 나오고 ethanol보다 methanol이 quercetin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추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1. Browning intensity, total phenol and quercetin contents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black onion.

Samples
Browning intensity

(OD)
Total phenol

(mg/g)
Quercetin

(mg%)

Ethanol
O1) 0.11±0.02a2) 9.11±0.06a 21.10±0.11d

BO 0.30±0.01d 9.49±0.05a 9.01±0.07a

Methanol
O 0.17±0.06b 9.37±0.09a 25.8±0.02e

BO 0.26±0.02c 11.90±0.14b 13.2±0.08b

Water
O 0.19±0.05

b
8.98±0.16

a
19.90±0.02

c

BO 0.40±0.03
e

13.50±0.14
c

7.82±0.07
a

1)O: Onion, BO: Black onion.
2)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in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TT assay에 의한 세포독성

흑양파 추출물의 정상세포 보호 및 독성의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Raw 264.7 세포주를 대상으로 시료 추출물 100∼

1000 μg/mL의 단계별 농도에 대한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추출물

의 세포생존율이 78.8∼111.1%의 범위로 특정됨에 따라

독성이 아주 약하거나오히려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추출용매별로는 물 추출물의 생존율이

86.3∼110.6%로 ethanol 추출물의 80.4∼111.1% 생존율 보

다 높았다. 이는 추출용매에 따른 흑양파의 경우 ethanol

추출물 및 methanol 추출물보다는 물 추출물이 세포독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는 결과이다.

환원력

흑양파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하여흡광도값으로 나타

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추출물의 농도가 100, 250, 500

및 1000 μg/mL로 증가하였을 때 추출물의 환원력은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흑양파 methanol 추출물은 다른

추출물에 비해 환원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전자를 제공

하는 능력이 클수록 환원력이 증가되며, 흡광도 값이 상승

하게 된다. Osawa(29)의 보고에 의하면 식물로부터 추출된

phenol류 화합물은 항산화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효

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효능은 주로 산화환원

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Holasova 등(30)은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methanol 추출물의 환원력이 증가한

것은 methanol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류의 화합물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 Raw 264.7 cell viabilities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black onion.

Samples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EBO
1)

111.1±0.41
d2)

107.5±0.38
d

88.5±0.21
b

80.4±0.43
a

MBO 106.4±0.65
d

98.5±0.63
c

83.2±0.56
b

78.8±0.51
a

WBO 110.6±0.43
d

100.0±0.54
c

90.1±0.60
b

86.3±0.43
a

1)
EBO: 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MBO: m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WBO: water extract of black onion.

2)
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in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Reducing power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black onion.

Samples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Ethanol
O1) 0.08±0.00a2)A 0.18±0.00aB 0.31±0.02aC 0.64±0.01aD

BO 0.11±0.00bA 0.24±0.01bB 0.45±0.00bC 0.89±0.00cD

Methanol
O 0.22±0.00

dA
0.46±0.00

cB
0.89±0.02

cC
1.77±0.01

dD

BO 0.22±0.00
dA

0.47±0.01
cB

0.91±0.01
cC

1.79±0.02
dD

Water
O 0.08±0.01

aA
0.17±0.00

aB
0.33±0.01

aC
0.75±0.01

bD

BO 0.19±0.00
cA

0.45±0.02
cB

0.87±0.01
cC

1.99±0.02
eD

Ascorbic acid 1.18±0.01
eA

2.94±0.00
dB

3.62±0.23
dC

3.72±0.09
fC

1)
O: Onion, BO: Black onion.

2)
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nm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PPH 라디칼 소거능

흑양파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에 대한 환원능으로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흑양파 추출물 농도 1000

μg/mL에서 항산화활성은 물 추출물(65.98%)이 ethanol 추

출물(47.77%)과 methanol 추출물(30.84%)보다 활성이 높았

다. 생양파에서는 methanol 추출물(26.56%), 물 추출물

(25.45%) 및 ethanol 추출물(23.29%)의 순서로 라디칼 소거

작용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흑양파 추출물에서 비교적 활성

이 높은 결과이었다. 지질과산화의 연쇄반응에 관여하는

항산화물질은 산화된 유리기와 반응함으로써 안정한 유리

기인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을 hydrazine 형

태로 환원시키는 능력이 있으므로(31), 모든 추출물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free radical 소거활성도 증가하여 1000 μ

g/mL 농도의 흑양파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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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이러한 흑양파 추출물의탁월한 radical 소거활성

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결과(32)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black onion.

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on bar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O: ethanol extract of onion. EBO: 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MO: methanol extract of onion. MBO: m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WO: water extract of onion. WBO: water extract of black onion.

ABTS 라디칼 소거능

흑양파 추출물의 항산화력(AEAC,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activity)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모든

농도에서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소거활성이 증가하

였으며, 흑양파 물 추출물에 비해 methanol 및 ethanol 추출

물이 유의적으로 소거활성이 높았다. 농도 1000 μg/mL에서

methanol 및 ethanol 추출물의 경우 40% 이상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용매별 추출물을 대상으로 한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흑양파 물 추출물(89.69%)> methanol 추출물

(66.12%)> ethanol 추출물(46.26%) 순으로 나타났다. Jeong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thanol, methanol and
water extracts from black onion.

Each values are mean±SD, (n=3).
Means on bar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O: ethanol extract of onion. EBO: 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MO: methanol extract of onion. MBO: methanol extract of black onion.
WO: water extract of onion. WBO: water extract of black onion.

등(33)은 프로폴리스 ethanol 추출물이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가장 높았고, 또한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흑양파 물 추출물에 총 폴리페놀 함량

이 많아서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높은 결과이었다.

요 약

흑양파를 ethanol, methanol 및 물로 각각의 추출물을 제

조하고, 이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서 흑

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흑양파 물 추출물이

28.56%로 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 페놀도 13.5 mg/g로

가장 많았다. MTT assay 이용한 Raw 264.7의세포독성에서

물 추출물이 가장 양호한 세포보호 효과를 보였다. 흑양파

ethanol 추출물과 물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추출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흑양파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DPPH 라디칼소거능이 증가하

였으며, 추출물의 농도가 1000 μg/mL일 때 양파 ethanol

추출물은 23.29%, 흑양파 물 추출물은 65.99%로 흑양파가

양파에 비하여 항산화력이 매우 높았다. ABTS 저해활성은

DPPH에 의한 라디칼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추출물의 농도

에 의존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흑양

파 ethanol 이나 methanol 추출물보다는 물 추출물이 우수한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므로 흑양파 물 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소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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