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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 processed onion (Allium cepa L.) powder or onion powder processed with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solution was added to the diet of 16 week old Wistar and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 for 5 weeks. 36 SHR and Wistar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3 diet groups, each of six. They were named control,

NPO (non processed onion), PO (processed onion). The rats of the control group were fed diet without onion powder. To

NPO and PO groups were added 5% of non processed onion and processed onion, respectively. Body weight gain, food

efficiency ratio (FER), blood pressur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activity and Na excretion of urine and feces

were analyzed. The processed onion and non processed onion diet reduced body weight gain without affecting the total

food intake in Wistar rats (p<0.05). The body weight gain was lowest in Wistar rats fed with a diet with processed onion

powder. The rats fed with diet containing PO or NPO had lower blood systolic blood pressure in SHR (p<0.05). The effect

of onion powder on decreasing the blood pressure was not significant in Wistar rats. The ACE activity in lung was lowered

in the SHR fed with either PO or NPO (p<0.05) compared to those fed with control diet. The urinary Na excre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SHR than Wistar rats. The effects of PO and NPO on increasing the urinary and fecal excretion of Na

were significant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onion processed with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solution to reduce volatile flavor, browning and caking preserves an antihypertensive effect of non processed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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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염분섭취의 과다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40대

이후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후 전체 인

구의 53.8%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KNHANES 2005). 고

혈압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요

인으로 간주되고 있다(Forette 1980). 혈액 흐름의 변화가 일

어날 때 혈관벽의 내막 근육은 일정한 긴장도 및 혈관내막의

전단응력(shear stress)을 유지하려는 적응현상이 일어나 혈

전 형성, 혈관내막의 염증성 반응을 억제한다(Cunningham

등 2005). 고혈압이 지속되면 대동맥벽의 적응력이 저하되어

동맥경화증 및 심근 증식을 유발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

병을 초래하게 된다(LaPier & Rodnick 2000).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레닌-안지오텐신계(renin-angiotensin

system)에 의한 생리·생화학적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으

며(Williams 등 2000),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는 혈압과 전해질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레닌에 의해 생성된 안지오

텐신 I은 비활성형인 반면 ACE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 생

성되는 안지오텐신 II는 강력한 혈관수축제이다. 안지오텐신

II는 혈관 수축 작용외에도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aldosterone

의 분비를 촉진하여 나트륨 배설을 억제하는 반면 bradykinin

을 불활성화 시킴으로서 혈압을 상승시킨다(Williams

1998). 또한 안지오텐신 II는 세포내 lipoxygenase(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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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여 저밀도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산화를 촉매하여 동맥경화증 유발의 주요 발병원인

이 되고 있다(Abubakar 등 1998). ACE를 억제할 수 있

는 물질은 혈관이완제로 작용하며,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 환자나 심부전 환자의 사망률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Geisterfer 등 1988; Daemon 등 1991).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의 치료는 약물요법이 필수적으로 이

뇨제, β-차단제, 교감신경 억제제, 혈관 확장제, Ca-길항

제 및 ACE 저해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약물은 대

부분 혈액점도를 높이거나, 전해질의 불균형유발, 당뇨병 유

발, 심부전증 악화, 신장 기능장애. 기억력 감퇴등의 부작

용을 초래한다(Waeber & Brunner 1998). 식사와 생활습

관의 개선은 고혈압 환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방

법이며(Guidelines of the Subcommitte of WHO/ISH

1999) 최근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혈압 강하 효과

가 있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Tsuji 등 1992; Maeno 등 1996; Hernandez-Ledssma 등

2004).

양파는 식품재료, 향신료 및 질병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

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양파는 수학 후 대부분 생체로 소

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생체양파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서 그 저장성이 매우 약하여 저장기간 중 발아발근

등으로 인하여 품질저하가 심하다. 특히 적절하지 못한 저

장조건에서는 맛과 향기의 손실이 심하고 Botrytis,

Fusarium, Erwinia, Bacillus 및 Pseudomonas 등의 부

패균에 의하여 부패가 된다. 양파의 가공이나 장기저장 및

유통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조양파분말

또는 양파농축액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파가공처리 후에도 dipropyl tetrasulfide, l-

prophenyl propyl trisulfide, methyl propyl trisulfide,

dipropyl trisulfide 등의 향성분이 많이 잔존하여 소비자

의 기호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Yoo 등 1997). 양파속에

다량 함유된 quercetin과 allyl proppyl disulphide와 같

은 함황화합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Griffiths 등 2002). 함황 화합물은 시스테인 유도체의 형

태로 들어있으며 그중 S-alkyl cystein sulfoxides는 추출과

정에서 thiosulfinates와 polysulfides와 같은 휘발성 화합

물로 분해된다. 이 화합물들은 항당뇨, 항균, 콜레스테롤 저

하, 혈전용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ugusti 1996).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식품가공 소재로서의 양파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파 분말 제조과정 후에도 잔존하는 향

과 양파분말의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변현상과 케이킹

(caking)을 억제하기 위해 가공 처리한 양파의 섭취가 고혈

압 동물모델에서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가공 처리한 양파

와 비교하여 생리활성을 유지하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

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양파의 전처리 및 건조

본 실험에 사용한 양파(Allium cepa L.)는 2007년도 수

확한 국내산(전라남도 무안군산) 양파이었다. 박피한 양파를

Kenwood mixer(KM230.250, KENWOOD, England)를

이용하여 3 mm의 두께로 slice한 양파 1.5 kg을 양파 중

량의 4배(w/v)에 해당하는 6 L의 침지용액(mixture of 5%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solution)에 넣고 25oC의 shaking incubator에

150 rpm의 속도로 30분간 교반하면서 침지효율을 높였다.

그 다음 체를 이용하여 1분간 표면 수분을 제거한 다음 70oC

의 원적외선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양파건조물을 제조하

였다. 양파 건조물을 막자사발을 이용 분쇄 한 다음

40 mesh 체를 통과한 분말을 식이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건조 후 분말양파의 수분함량은 약 7%(dry basis)이었다.

이 시료는 일반 양파 분말에 비해 갈변도가 56.9%, 케이킹

억제도 83%,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2-

methyl thiophene, methyl propyl trisulfide, dipropyl

trisulfide 등의 휘발성 향 성분이 대조군 양파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비가공 처리 양파 분말은 생양파를 박피

한 후 70oC의 원적외선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양파건조물을 제조하고 막자 사발을 이용 분쇄한 후

40 mesh 체를 통과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과 실험식이

16주령 본태성 고혈압 동물인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HR)과 정상혈압의 Wistar종 흰쥐를 중앙 동물센터에

서 구입하여 정상적인 실험실조건(온도 22oC±1, 상대 습도

65±5%, 낮밤주기 12시간)에서 물과 실험 식이를 자유급식

으로 사육하였다. 1주일간의 적응 시기를 거친 후 strain과

실험 식이에 따라 6군으로 나누어 대조군은 양파 무첨가군

(control), 실험식이군은 비가공처리 양파 분말 첨가군

(non-processed onion, NPO)과 5%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 1% soluble starch solution으로 침지

처리를 한 양파 분말 첨가군(processed onion, PO)으로 나

누었다. 실험 식이는 American Institue of Nutrition

(AIN-93M)식이를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은 조성으로 조

제하여 5주간 공급하였다. 체중은 일주일에 한번 같은 시각

에 측정하였으며, 식이 섭취량은 2일에 1번 일정시간에 측

정하여 식이 효율을 계산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매주별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 섭취

한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향, 갈변 및 케이킹 억제 가공 처리된 양파의 섭취가 SHR 흰쥐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 57

식이효율(FER) =
  각 1주간의 체중증가량(g)

                  각 1주간의 식이 섭취량(g)

3. 혈압측정

 꼬리동맥의 혈압을 tail-cuff 방법으로 실험동물용 혈압

측정기(Non invasive blood pressure, Panlab, Spain)를

사용하여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안정된 조건에서 혈압

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보정틀에 고정시키고 37oC에

서 15분간 안정시키는 적응 훈련을 1주일간 하였다, 혈압 측

정시 실험동물을 37oC에 15분간 안정을 시킨 후 09:00과

11:00 사이에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4. 실험동물의 희생 및 시료채취

실험식이 급여 4주째 실험동물을 대사장에 1마리씩 옮겨

서 대변과 소변을 48시간 동안 수집하였다. 소변은 총부피

를 측정하고 50 mL로 희석하였고, 대변은 털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총 무게를 측정하였다. 사육기간이 끝난 실험동

물을 16시간 절식시킨 후 단두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채취하고, 신

장, 폐를 즉시 꺼내어 드라이아이스에 급속 냉동하였다. 모

든 시료는 분석 전까지 -5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5. 생화학적 분석

혈청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활성은

Hugo 등의 방법(Hugo 등 1983)을 사용하였고 신장과 폐

의 ACE활성은 100 mg의 조직에 borate buffer(pH 8.3)

5 mL을 넣고 homogenizer 로 균질화시킨 다음 33,000 g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새로운 시험관에

옮긴 후, 나머지 침전물은 증류수 2 mL을 넣고 다시 균질

화한 후 33,000 g에서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처음 상등

액과 합하여 혈액의 ACE 활성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대변과 실험 식이는 수분을 제거시키기 위해 105oC 건조

기에서 무게 변화가 없을 때 까지 건조시킨 후 0.3 g을 취

해 550~600oC 회화로에서 15시간 회화시켜 회분을 얻었

다. 회분에 3 N HCl 용액 3 mL을 넣어 용해시킨 후 15시

간 후 filter paper(ashless, Whatman #40)로 여과하였

다. 이 용액 10 µL에 0.01 N HCl 용액 2990 µL로 희석하

였고, 소변은 10 µL에 0.01 N HCl로 최종 부피 3 mL로 맞

춘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 Agilent 7500a, USA)로 나트륨(Na)을 분석하

였다. 각 대사 실험기간 중 대변과 소변 중 24시간 배설량

으로 계산하였다.

6.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연구의 모든 실험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ackage를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Wistar종과 SHR간의 유의적 차이는 student t-test

에 의해, 실험식이군간의 평균의 비교는 Duncan의 다중검

정에 의해 유의수준 α =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중 및 혈압

<Table 2>에서와 같이 SHR의 체중은 동일한 주령대의

Wistar 종 흰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Endemann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주령의 Wistar종에 비해

SHR 의 체중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Endemann

등 1999). Wistar 쥐에서 양파분말 또는 향과, 갈변, 케이

킹을 억제하기 위해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

+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침지 처리하여 가공한 양파

분말 섭취군에서 체중증가량이 양파 무첨가군에 비해 낮았

으며, NPO의 체중 증가량도 양파무첨가군에 비해 낮았다.

SHR에서 양파무첨가군과 PO섭취군은 체중증가량에서 유의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g/Kg diet) Control1) NPO PO
Casein 140 140 140
Cornstarch 590.62 540.62 536.62
Sucrose 100 100 100
Soybean oil 70 70 70
Cellulose powder 50 50 50
AIN-93 mineral mixture2) 35 35 35
AIN-93 vitamin mixture3) 10 10 10
Choline bitartrate 2.5 2.5 2.5
tert-Butylhydroquinone 0.08 0.08 0.08
L-cystein 1.8 1.8 1.8
Onion powder 0 50 50
Total mass 1000 1000 1000

1)control: no onion supplemented group, NPO: non-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PO: 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2)Mineral mixture: AIN-93G mineral mixture (g/kg mix)
Calcium carbonate, anhydrous 357.00: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96.00: potassium citrate, tri-potassium, monohydrate
70.78: Sodium chloride 74.00: potassium sulfate 46.60:
Magnesium oxide 24.00: ferric citrate 6.06: Zinc carbonate 1.65:
manganous carbonate 0.63: Cupric carbonate 0.30: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ate, anhydrous 0.01025: Ammonium
paramolybdate, 4 hydrate 0.00795: Sodium meta-silicate, 9 hydrate
1.45: Chromium potassium sulfate, 12 hydrate 0.275: Lithium
chloride 0.0174: Boric acid 0.0815: Sodium fluoride 0.0635:
Nickel Carbonate 0.0318: Ammonium vanadate 0.0066: Powdered
sucrose 221.026
3)Vitamin mixture: AIN 93G Vitamin mixture 9 g/kg mix)
nicotinic acid 3.000: Ca panthothenate 1.600: Pyridoxine-HCl
0.700: Thiamin-HCl 0.600: Riboflavin 0.600: Folic acid 0.200: D-
Biotin 0.020: Vitamin B12 (cyanocobalamin) 2.500: Vitamin E
(all-rac-α-tocopheryl acetate, 500IU/g) 15.000: Vitamin A (all-
trans-retinyl palmitate, 500,000IU/g) 0.800: Vitamin D3
(cholecalciferol, 400,000IU/g) 0.250: Vitamin K9phylloquinone)
0.075: Powdered sucrose 9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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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NPO섭취군의 체중증가량이 가장 낮

았고, 따라서 식이효율도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었다. 식이

섭취량은 Wistar 종이나 SHR 군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침지 처리한 양파

분말이 Wistar종에서 체중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파는 소화관내에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장

내 머무는 시간을 감소시켜 영양소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양파

분말이나 가공양파 분말도 유사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 결과

는 Wistar 종에서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latel &

Srinivasan 2001).

수축기 혈압은 동일한 주령의 Wistar쥐에 비해 SHR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SHR은 어린시기부터 혈압이 증

가하여 고혈압이 발생하며 선행연구에서 3주령의 SHR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6주령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주-12주까지 증가한 뒤 고혈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ray 1984; Endemann 등 1999).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쥐는 16주령으로 고혈압 유지기에 속하는 시기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star 종에서 양파나 가공

양파 분말의 섭취는 5주 섭취하는 동안 수축기 혈압에 유의

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섭취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감

소하여 섭취 5주째 양파의 섭취시 10 mmHg의 혈압 강하

효과가 있었다(108.0 mmHg vs 98.3 mmHg, 109 mmHg

vs 99.9 mmHg). SHR에서 양파의 섭취시 혈압이 감소하

여 섭취 3주째부터 유의적인 혈압강하효과가 나타났으며 섭

취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감소하였다(p<0.05). 그러나 비

가공양파 분말과 가공양파 분말 섭취군간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Kawamoto 등은 생양파의 섭취는 SHR에서 혈

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익힌 양파의 혈압 강하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Kawamoto 등 2004), Kiviranta

등은 고혈압 쥐에서 정상적인 나트륨 섭취나 고나트륨 식이

를 섭취하는 동안 양파의 ethanol 추출물의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

른 결과였다(Kiviranta 등 1989). 반면 Sanchez 등은 고

혈압 쥐에서 양파에 다량 함유된 quercetin과 methylation

된 대사체인 isorhamnetin이 안지오텐신 II에 의해 유도된

혈간내막세포의 기능손상을 예방하여 혈압을 억제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Sanchez 2007). 선행연구에서 마늘이나 양

파의 생리적, 의학적 치료기능은 alliin, γ-glutamylcysteines

와 같은 S-Alk(en)yl-L-cystein sulphoxides 유기함황화

합물과 allicin, diallyl sulphitide, dially disulphide와 같

은 휘발성 향 성분의 효과라고 보고하였다(Augusti &

Mathew 1974; Lancaster & Shaw 1989; Lanzotti 2006).

<Table 2> Total food intake, Inital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of SHR and Wister rats

Group Initi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Total food intake (g) FER

Wistar
Control1) 323.3 ± 3.1NS2)3) 91.1 ± 11.7b4) 689.1 ± 22.8 0.13 ± 0.01
NPO 326.6 ± 3.0 78.4 ± 14.1ab 713.6 ± 30.6 0.11 ± 0.01
PO 329.2 ± 5.4 73.2 ± 12.0a 702.2 ± 27.4 0.10 ± 0.02

SHR
Control 263.6 ± 19.7 65.0 ± 7.2 709.6 ± 14.5 0.09 ± 0.01
NPO 280.7 ± 12.4 55.4 ± 5.0 680.2 ± 27.9 0.08 ± 0.01
PO 272.9 ± 19.7 66.7 ± 6.9 713.3 ± 23.5 0.10 ± 0.01

1)control: no onion supplemented group, NPO: non-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PO: 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2)Means±SD for 6 rats per group
3)NS: not significant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5)†: p<0.001 vs Wistar counterpart

<Table 3> Systolic blood pressure of Wistar and SHR maintained on non processed and processed onion diets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o wk 1st wk 2nd wk 3rd wk 4th wk 5th wk

Wistar
Control1) 107.2 ± 6.7ns2)3) 103.9 ± 1.6ns 104.1 ± 1.8ns 103.1 ± 2.6ns 102.6 ± 3.5ns 103.0 ± 3.2ns

NPO 108.0 ± 4.8ns 107.0 ± 3.0 104.0 ± 3.1 102.1 ± 2.8 100.8 ± 1.1 098.3 ± 1.9
PO 109.2 ± 3.9ns 103.4 ± 4.2 100.8 ± 2.9 100.7 ± 2.0 100.9 ± 2.5 099.9 ± 2.6

SHR
Control 185.7 ± 7.0ns†5) 191.4 ± 9.4ns 191.6 ± 7.3 191.0 ± 4.6a4) 188.8 ± 2.6a 189.2 ± 2.7a

NPO 185.5 ± 7.5 183.1 ± 7.6 176.8 ± 2.7 176.7 ± 4.6b 172.8 ± 5.3b 170.3 ± 4.9b

PO 184.2 ± 6.1 182.6 ± 5.3 178.2 ± 5.2 177.9 ± 2.8b 173.0 ± 2.6b 169.6 ± 4.6b

1)control: no onion supplemented group, NPO: non-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PO: 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2)Means±SD for 6 rats per group
3)NS: not significant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5)†: p<0.001 vs Wistar count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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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분들이 양파의 향과 냄새의 특성을 갖게 하며, 가공 처

리 후에도 dipropyl tetrasulfide, l-prophenyl propyl

trisulfide, methyl propyl trisulfide, dipropyl trisulfide

등의 향 성분이 많이 잔존하여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You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기호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향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β-

cyclodextrin +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침지처리한 가공양파 분말의 섭취도 가공처리하지

않은 양파분말과 유사하게 SHR에서 수축기 혈압을 유의하

게 낮추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양파는 휘발성 성분이 제거

된 후에도 플라보노이드, fructan, lectin 등도 들어 있어

체내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Fenwick

& Hanley 1985; Amgase 등 2001). Edwards 등은 수축

기 혈압 148 mmHg 이상의 고혈압환자와 수축기 혈압

137 mmHg의 전고혈압(prehypertensive)단계의 남녀에서

28일간 730 mg의 quercetin섭취는 고혈압환자에서는 유의

하게 혈압을 감소시켰지만 전고혈압단계의 사람에서는 혈압

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Edwards 등

2007). 본 연구에서도 비가공양파 분말이나 가공양파 분말

은 Wistar종에서는 유의적인 혈압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SHR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여 이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이었다.

2. ACE 활성

ACE 활성은 hippuryl-L-histidyl-L-leucine을 ACE의

기질로 사용하여 생성되는 hippuric acid의 농도를 측정한

값으로 나타내었다(Table 4). Wistar 종에서 비가공처리된

양파분말이나 가공 처리된 양파분말의 섭취시 혈청, 신장,

폐에서의 ACE 활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HR에서 혈청과 신장조직내 ACE 활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폐에서는 양파분말 또는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처리하여

가공한 양파 분말 섭취군에서 ACE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되

었다(Table 3). 폐의 ACE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폐

가 얇은 점막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과 인접하여 양

파를 섭취시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에 노출되기 쉬운 조

직이었기에 신장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Lybarger 등 1982). Yamamoto 등은 고설탕 섭취

군에서 녹색의 Welsh종 양파가 ACE의 활성을 억제하였으

며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Yamamoto 등 2005). ACE에 의해 생성되는 안

지오텐신 II는 혈관수축반응을 유도하여 고혈압을 유발한다

(Williams 1998). 본 연구에서 비가공 처리된 양파 분말과

가공처리된 양파분말의 섭취는 정상혈압군에서 ACE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고혈압군에서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Edemann 등의 연구에서 안지오텐신 II는 정상혈

압군의 동맥 조직에 비해 SHR의 동맥의 조직에서 수축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 유발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Edemann 등 1999). Alexander는 ACE의 억

제가 혈압상승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혈관확장제인

bradykinin을 증가시키고 신장혈관을 확장시켜 Na 배설을

촉진하므로서 혈압을 강하시킨다고 보고한바 있다

(Alexander 1995). Sanchez 등은 안지오텐신 II가 세포막

의 NADPH oxidase 활성을 조절하고 superoxide 생성을

증가시키는 p47(phox)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내막

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데, 양파에 들어 있는 quercetin이

p47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였다(Sanchez 등 2007). 본 연구에서 비가공 처리 양파와

가공양파 분말의 섭취군 모두에서 폐의 ACE 활성을 억제하

여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의 억제를 통해 혈압을 강하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Na 배설량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Wistar종에 비해 SHR의

소변의 Na 배설량이 유의하게 낮았다(156 mg vs 61.2 mg).

Wistar종의 소변 Na 배설량은 양파분말의 섭취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SHR에서 비가공 처

리된 양파분말과 가공처리된 양파분말의 섭취로 인해 소변

<Table 4> The activities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of Wistar and SHR maintained on non processed and processed onion diets

Group
ACE activity

Serum1) (mg/min/mL) Kidney (mg/min/mg protein) Lung (mg/min/mg protein)

Wistar
Control1) 359.5 ± 9.25NS2)3) 31.7 ± 2.4ns 222.3 ± 6.7ns

NPO 336.3 ± 13.4 28.4 ± 2.1 227.3 ± 20.7
PO 344.5 ± 12.3 33.0 ± 2.8 230.4 ± 18.5

SHR
Control 315.2 ± 15.0ns 32.3 ± 6.6ns 297.0 ± 17.0a4)

NPO 306.0 ± 9.1 25.6 ± 1.8 247.5 ± 14.4b

PO 311.3 ± 11.8 25.6 ± 1.8 245.2 ± 13.2b

1)control: no onion supplemented group, NPO: non-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PO: processed onion supplemented group
2)Means±SD for 6 rats per group
3)NS: not significant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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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배설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비가공 처리된 양파분

말 섭취시 소변 Na 배설량이 가장 높았다. 대변 Na 배설량

은 Wistar 종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SHR에서 가

공 처리한 양파분말 섭취시 Na의 배설을 유의하게 증가시

켜 Na의 체내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고혈압

발생이 만성적인 Na의 과잉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보고된 사실이며 Cutler는 저염식을 장기간 지속하였

을 때 혈압이 강하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Cutler 1997)

Williams의 연구에서 안지오텐신 II가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aldosterone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변을 통한 Na 배설을 억

제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Willams

1998). 본 실험에서 Wistar쥐와는 달리 SHR에서 비가공

처리된 양파나 가공 처리한 양파분말의 섭취가 폐의 ACE를

억제하여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억제한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이로 인해 Na 소변 배설이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이 있다.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등의 생리

활성은 조리나 가공방법에 의해 달라져 유기 용매 추출 또

는 증기 증류시 생리활성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Kleijnen

등 1989).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가공처리

한 양파 분말의 경우 향, 갈변, 케이킹이 억제되었으나 ACE

활성, 소변, Na 배설량에 영향을 주어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파 및 양파를 이용한 식품가공시 소비자

의 관능적 기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향, 갈변, 케이킹

을 억제하기 위해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

+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가공 처리한 양파 분말의 섭

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으며 양파의 항고혈압

기전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생후 16주령된 정상혈압군인

Wistar종 쥐와 선천적 고혈압유발군인 SHR쥐를 이용하여

비가공 처리한 양파분말과 가공 처리한 양파분말을 실험식

이의 무게의 5%비율로 첨가하여 5주간 사육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비가공 처리 양파 및 가공 처리된 양파의 섭취시 식이 섭

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Wistar쥐에서 가공처리

방법에 상관없이 양파 무첨가군에 비해 체중증가량이 낮았

으며 식이효율도 낮아졌다. 혈압은 Wistar쥐에 비해 SHR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Wistar쥐에서 양파분말의 섭취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SHR에서 양파분말 및 가공 처

리된 양파분말의 섭취시 혈압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섭취 3

주부터 유의적인 혈압의 감소가 있었으나 양파의 가공처리

조건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Wistar쥐에서 혈청, 신장, 폐

의 ACE 활성은 각 실험식이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SHR에서 양파 분말 섭취군의 ACE활성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 소변 및 대변의 Na 배설량은 양파분말의 섭취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SHR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여 체내 Na 보유량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결과 식이 무게의 5% 첨가한 양파분말의 섭취는

고혈압군에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β-

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

액으로 가공 처리한 양파 분말도 휘발성 향성분이 억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ACE 활성, 소변, Na 배설량에 영향을 주

어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β-cyclodextrin+1% calcium chloride+1% soluble

starch 용액으로 가공 처리한 양파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도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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