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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양파(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일반

성분 이외에 황 함유화합물과 quercetin, rutin, kemepferol 등의 flavonoid류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

◦양파는 위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Helicobacter pylori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위장을

보호하고, alliin계 휘발성분이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해 소화분비를 촉진시키며 대장균

과살모넬라균을 죽이는 항균효과를 비롯하여 glutathione 성분에 의한 중금속의 해독작

용과 알레르기에 대한 저항력 증진,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통한 당뇨병의 예방, xanthine

oxidase 저해작용, tyrosinase 저해작용 등이 보고되어지고 있어 조미소재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약리적 효능을 가진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양파의 quercetin은 양파 종류와 수확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185-634 μg․g-1

FW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발암물질의 활성 감소, 암세포의 효소작용 저해, 항암물질의

활성증대 및 변이 암세포의 생육저해 작용 등이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

◦양파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양파 껍질과 양파의 각 부위에 함유되어진 유효성분의

함량을 비교함으로써 버려지는 양파껍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양파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유효성분의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음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양파는 2011년도 강원도 삼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선정하였으며 껍

질, 외피, 내피, 중심, 신초, 줄기부분으로 나누어 동결건조하였음

◦ 실험방법

․Folin-Ciocalteu 방법에 따라 total phenol 함량 측정

․aluminum choride colorimetric 방법에 따라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Rutin, Quercetin 분석: YMC-Pack ODS-AMA-303(5 ㎛, 4.6×250 ㎜ I.D) column이

장착된 HPLC(Shimadzu Instrument Co. LTD, Japan) 사용

․Sinigrin, Allyl Isothiocyante 분석: YMC-HS303, (4.6㎜*250mm I.D) column 이 장착

된 HPLC(Shimadzu Instrument Co. LTD, Japan)를 사용

․Ascorbic acid 분석: TSK-GEL ODS-120T(4.6×250mm) column이 장작 된

HPLC(Shimadzu Instrument Co. LTD, Japan)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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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Results)

◦ total phenol,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결과 껍질이 각각 12.12±1.23 33.63±5.3 ㎎/g으

로 가장 높게 측정됨

◦ Rutin Quercetin 분석 결과 rutin은 껍질이 68.09±6.82 ㎍/g으로 높게 검출되어 양파의

육질부분보다 많은 rutin의 함량이 나타났으며. quercetin 역시 껍질이 1.34±0.58 ㎎/g

으로 육질부분보다 높게 검출되었음

◦ Sinigrin, Allyl Isothiocyante 분석 결과 Sinigrin은 껍질이 0.16±0.04 ㎎/g으로 육질 부

분보다 많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줄기부분이 0.27±0.01 ㎎/g으로 껍질보다 많은

Sinigrin이 검출되었음 Allyl Isothiocyante 역시 껍질이1.11±0.32 ㎎/g으로 육질부분을

포함한 줄기 신초 보다 높게 검출되었음

◦ Ascorbic acid 분석 결과 육질부분이 껍질 보다 많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신초가 2.78

±0.01로 가장 높은 Ascorbic acid 함량으로 검출되었음

Fig 1. Each parts of Allium cepa (skin, outer, inside, middle, shoot, stem)

Table 1. Total flavonoid and Total phenol contents in water extracts of parts of Ailium cepa L
Parts Total flavonoid (㎎/g) Total phenol (㎎/g)
Skin 33.63±5.3 12.12±1.23

Outer cover 5.93±1.51 4.71±0.16
Inside cover 2.29±0.64 3.54±0.39
Middle cover 2.24±0.58 6.35±0.65

Shoot 0.99±0.85 5.4±0.74
Stem 0.84±1.02 2.29±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