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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온도에 따른 마늘의 이화학  성분  항산화 활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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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rlics were aged at 60, 70, 80, and 90
o
C for 1, 3 and 6 days. Samples were analyzed for physico-chemical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such as DPPH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The Hunter L, a and b valu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sample aged at higher 
temperature and for longer time. In initiation of aging, the share force was the lowest in sample aged at 90

o
C 

(85.70±1.44 kg/cm2) and it increased for 6 days to 411.30±13.90 kg/cm2 in aging. The pH of garlic was acidified 
at increasing aged temperature and periods. In sample aged for 6 days at 60oC and 90oC, pH was 6.12 and 
3.90, respectively.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also increased in sample aged at higher 
temperature and for longer time. Their contents increased about 3.5 and 9.1 times higher in sample aged for 
6 days at 90oC than sample aged for 6 days at 60oC, respectively. Total pyruvate contents were fluctuated 
by aging temperature and periods. DPPH scavenging activity was increased in sample aged at higher 
temperature and longer time. The highest activity of DPPH scavenging showed 87.48±0.20% in sample aged 
for 6 days at 90oC. Similar results were observed in reducing power activity. It was estimated that such 
increases in anti-oxidant activities in aged garlics may come from actions of phenolics, flavonoids and browning 
compounds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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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 속에 속하는 인경작

물로서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재배면   생산량이 꾸

히 증가하 고 1998년에는 생산액이 거의 1조원에 달하여 

 다음으로 주요 작물로서의 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주요 

향신료이다(1). 

마늘 성분의 특징은 다른 약용식물들과 비교하여 수분함

량은 낮고, 황화합물의 함량은 높다(2). 마늘의 주요 생리활

성 물질인 유기황화합물은 마늘의 독특한 향을 제공하고 이

들의 99.5%는 황 함유 아미노산인 cystein을 함유하고 있으

며, 그 함량은 1.1～3.5% 정도로서 양 , 살구, 로콜리의 

약 4배에 이르며, 마늘의 효능에 한 연구의 약 90%가 황화

합물을 심으로 이루지고 있다(3,4). 마늘의 황화합물에 기

인하는 다양한 기능성으로는 항균활성, 항암, 항 성, 

압강하작용, 콜 스테롤 하, 노화방지 작용  항산화 기

능성 등이 표 이다(5,6). 마늘은 표 인 항산화력을 갖

는 피토 미칼이 풍부한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제거하고, 지질과산화물 형성

과 LDL 산화를 억제하며, 항산화 체계를 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한, 마늘은 운동에 의한 산화스트 스를 

감소시켜 뚜렷한 지질 하 효과와 더불어 항산화 효소

계를 강화하는 천연기능성 물질로서 충분한 활용성도 인정

되고 있다(3).

마늘은 일반 으로 생으로 혹은 다진 상태로 조리에 이용

되거나, 산 임, paste, 분말 는 과립형으로 가공하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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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소재로 이용되며 식품가공을 한 첨가 보조제 등으

로 이용되고 있다(8). 마늘을 생으로 장할 경우 발아, 부패 

 심한 량 감소로 인하여 품질이 하되어 장기 장이 

곤란하며, 건조 등 가공을 거칠 경우 마늘이 갖는 본래의 

맛과 향의 소실, 갈변  함유 성분의 화학  변화를 수반하

게 된다(9). 로서 마늘의 휘발성 함황 성분은 건조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율이 증가하여 50
oC에서 약 40%, 60oC에

서 약 55%, 70
oC에서 약 80%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가용성

물질의 격한 표면이동으로 형성된 건조피막에 의해 물보

다 분자량이 큰 방향성분이 포획되어 그 이동이 억제된 때문

으로 보고되어 있다(10). 마늘의 가공  이러한 변화는 그 

기능성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는데 Jhee 등(11)은 마늘이 한국인의 식품농도(0.05～0.5%)

에서 SK-Hep 암세포 성장을 최고 65%까지 해시켰으며, 

생마늘 수용액이나 끓인 상태, 소  첨가 시 마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암세포의 성장억제 효과도 더 높아 조리 

상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 다.

마늘의 경우 부분이 생으로 유통되거나 장아  등 단순 

가공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부가가치 향상을 해서

는 2차, 3차 가공 식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마늘 가공식

품의 경우 분말화를 한 건조 는 추출․농축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을 해서는 

많은 가공조건들에서 마늘의 변화에 한 연구 자료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성

분의 변화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마늘 

가공품 제조를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시료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통마늘은 경남 남해군에서 재배 수확된 것

을 도울농산 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하여 뿌리부분을 제거하

고 꼭지부분은 로 1～2 cm 가량 남긴 상태로 사용하 다. 

통마늘을 지퍼백에 400±20 g씩 겹치지 않게 담아서 온도

를 60, 70, 80  90oC로 조 한 incubate에서 장․숙성시키

면서 1, 3, 6일에 시료를 취하 으며, 장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의 변화로부터 수율을 측정하 다. 숙성일차

별 마늘은 껍질을 제거하여 색도  단가를 측정하고 나머

지는 믹서(HMF-1000, Hanil, Korea)를 이용하여 완 히 분

쇄하여 폴리에틸  팩에 넣어 -20oC 이하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색도 측정 

각 마늘 시료의 표면색은 색차계(CR 301, Chroma meter, 

Minolta Co., Osaka, Japan)로 동일 실험군에서 총 5회 이상 

반복 측정하 다. 마늘의 색도는 명도(lightness)를 나타내

는 L값, 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yellow-

Table 1.  Analysis condition for the measurement of share 
force of garlics with texture analyzer

Conditions

Instrument

Sample size
Prove
Pre-test speed
Trigger force
Test speed
Return speed
Test distance
Test cycle

Texture analyzer
(Model 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England)
25×18×0.5 mm
φ 4 cm cutting probe
1.0 mm/s
50.0 g
3.0 mm/s
5.0 mm/s
12.0 mm
1.0

ness)를 나타내는 b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한 표

색 의 L값은 96.21, a값은 0.82, b값은 0.66이었다. 

Texture 측정 

크기가 유사한 마늘을 5～7 mm 두께의 편으로 썰어 tex-

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단가를 측정하 다. 각 처리구

별로 10개씩의 시료를 분석하 으며 이때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일반성분의 측정

일반성분은 상법에 따라 수분은 105oC 상압가열 건조법, 

회분은 550
oC 직 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추출법, 조단백

질은 semi-micro Kjeldahl법, 총당은 황산페놀법으로 분석

하 다.

pH  갈변물질의 함량

각 용매 추출물은 10 g/100 mL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 pH 

meter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 으며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내는 갈색화 반응물의 용출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spec-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12).

총페놀  라보노이드

총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3)에 따라 각 추출물 1 mL

에 Folin-Ciocalteau 시약  10% Na2CO3용액을 각 1 mL씩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 후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Caffeic acid(Sigma Co., USA)를 0～

100 μ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여 얻은 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추출물의 총페놀 함

량을 산출하 다.

총 라보노이드는 Moreno 등(14)의 방법에 따라 추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

고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Quercetin(Sigma Co., USA)을 표 물질로 하여 

0～100 μg/mL 농도 범 에서 얻어진 표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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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yruvate의 정량

Schwimmer 등(15)의 방법에 따라 시료 0.5 g에 10% tri-

chloroacetic acid를 5 mL 첨가한 다음 1시간 방치하 다가 

여과지로 여과하 다. 그 여액 1 mL에 0.0125% dini-

trophenylhydrazine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37
oC에

서 10분간 반응시키고 0.6 N NaOH 용액 5 mL를 가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용액으로 sodium 

pyruvate를 0.2 μM/mL의 간격으로 농도 조정해 동일한 방

법으로 실험하여 얻은 표 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 다.

Thiosulfate의 정량 

Alliin의 분해 생성물인 thiosulfate는 Freeman과 McBreen

의 방법(16)에 따라 각 시료 분쇄물 1 g에 3배의 냉각수를 

가하여 신속히 마쇄, 추출, 여과하 다. 이 여액 2 mL에 2배

량의 흡 분석용 hexane을 가하여 2분간 진탕 추출한 다음 

hexane층을 취하여 254 nm에서 흡 도 측정하여 시료 g당 

흡 도 값으로 표시하 다.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각 시료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은 마늘 100 g에 추출용

매 300 mL를 가하여 상온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다음 여과

지로 여과한 여액을 회 식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완  건

조시킨 다음 증류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농도로 희석해 항산

화 실험에 사용하 다. 이때 추출에 사용한 시료와 완 건고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추출수율을 계산하 다.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Blois(17)의 방법

을 변형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에 한 

자공여 효과를 측정하 으며, Oyaizu(18)의 방법에 따라 

환원력을 측정하여 흡 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5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얻어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으며, 각각의 시료에 

해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군에 한 유의

차 검정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따라 분석하 다.

결과  고찰

물리  특성의 변화

온도를 달리하여 숙성시킨 통마늘의 숙성 기간별 수율, 

색도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4와 같다. 통마늘을 

80
oC와 90oC의 고온에서 숙성시킬 경우, 숙성 6일 이후에는 

과도한 수분의 증발로 경도가 무 높아 식용이 불가능하

다. 마늘의 고온 숙성  수율(Table 2)은 숙성기간이 경과할

수록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여 숙성 6일에 90
oC 숙성 

시료의 수율은 53.42%로 가장 낮았고 80oC 숙성 시료의 경

우 수율은 68.97% 다.

Table 2.  Change in weight yields of garlic aged at various 
temperatures (%, W/W)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95.54
97.29
89.95 
87.35

93.47
81.06
76.58
73.67

74.49
71.51
68.97
53.42

Table 3.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aged garlic at vari-
ous temperatures

Hunt
value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L

60
70
80
90

56.79±0.62cC 
55.39±0.74cC 
48.15±1.12bB 
29.06±0.60cA

54.79±0.69bD 
35.18±0.74bC 
24.79±0.18aB 
23.63±0.34bA 

52.99±0.39aD 
25.98±0.68aC
23.76±0.48aB 
22.69±0.19aA 

a

60
70
80
90

11.78±0.51cC 
10.09±0.45cB 
10.09±0.34cB 
 7.66±0.26cA

10.30±0.72bD
 7.78±0.44bC
 3.83±0.27bB
 2.30±0.20bA

 8.40±0.19aD 
 3.71±0.08aC 
 2.70±0.14aB
 1.00±0.07aA 

b

60
70
80
90

33.43±1.09bD
30.46±0.92cC
27.85±0.91cB
10.62±0.29cA 

32.41±0.61bD
15.00±1.07bC 
 4.83±0.19bB
 2.44±0.11bA

22.16±0.76aD 
 5.07±0.39aC
 3.35±0.23aB
 1.35±0.21aA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통마늘을 온도를 달리하여 숙성시켰을 때(Table 3) L값은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숙성 1일에는 60oC와 70oC 숙성 시료에서 명도 

값은 각각 56.79±0.62와 55.39±0.74로 가장 높았으며 두 시

료간의 유의차도 없었다. 그러나 이후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60oC 숙성의 경우는 6일 시료에서 52.99±0.39인데 비

하여 70
oC 숙성 시료에서는 25.98±0.68로 유의 으로 낮은 

값이었다. 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도 L값과 유사한 경향이므로 마늘을 고온에서 숙성할 경우 

L, a, b값 모두가 매우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늘을 40～60oC 범 에서 건조시킬 때 색은 L값은 감소

하고, a값은 증가하 으며 b값은 50oC에서는 증가하나 60oC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는데, 이는 60
oC에서 갈변 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이었다(19).

마늘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Table 4) 60oC에서 숙성한 시

료의 경우 숙성 1일에 경도는 988.40±26.43 cm/kg2이었다

가 숙성 6일에는 격히 감소하여 505.63±7.60 cm/kg2이었

으며, 70
oC 숙성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90oC 숙성 시료의 경우 숙성 1일에 경도는 85.70±1.44 
cm/kg2이었으나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경도가 

높아져 숙성 6일에는 411.30±13.90 cm/kg2이었다. 이는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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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hare force of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s
(cm/kg

2
)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988.40±26.43cD
404.67±19.46cC
272.83±4.69bB
 85.70±1.44aA

936.77±26.24bD
171.63±3.61bB 
308.20±7.56cC 
111.10±6.88bA 

505.63±7.60aD 
137.90±3.06aB 
110.17±8.15aA 
411.30±13.90cC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pH of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s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6.41±0.02cC 
6.40±0.01cC 
6.25±0.01cB 
5.73±0.01cA 

6.34±0.02bD
5.69±0.02bC
5.31±0.02bB
4.35±0.02bA 

6.12±0.01aD 
5.29±0.01aC
4.68±0.02aB 
3.90±0.01aA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성 기에 고온에서 숙성한 마늘은 열에 의해 마늘의 육질부

가 물러지는 상을 보이다가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수분이 감소됨으로써 육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pH  수분의 함량 변화

온도를 달리하여 숙성시킨 마늘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고온에서 마늘을 숙성시킬 경우 숙성 온도

가 높을수록, 기간이 경과할수록 pH는 차 산성화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pH의 변화는 60oC보다는 90oC에서 

더 뚜렷하여 60oC 숙성 시료의 경우 숙성 1일과 6일의 pH가 

각각 6.41±0.02와 6.12±0.01인데 반하여 90oC 숙성 시료의 

경우는 각각 5.73±0.01과 3.90±0.01로 숙성 기부터 산성

화 정도가 더 컸다.

Lee 등(20)은 홍삼 제조 시 20oC에서 pH는 5.10이었으나 

100oC에서는 4.16으로 감소하여 온도가 높을수록 pH는 감소

한다고 하 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 다. 갈변반

응에서 pH가 낮아지면 반응은 오히려 진되는데 이는 당이 

열처리에 의해 환원당인 aldohexose의 aldehyde기가 산화

되어 생성된 carbonyl기에 의한 것이거나(21), 당과 염기성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하여 가용성 염기성 아미노산의 감소 

 산성물질의 생성으로 pH가 하된다고 알려져 있다(22).

수분함량(Table 6)은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숙성 온도

가 높을수록 감소하 다. 숙성 1일 시료의 경우 60oC 숙성 

시료의 수분함량은 65.49±0.18 g/100 g이었으나 90oC 숙

성 시료는 57.95±0.16 g/100 g으로 유의 으로 낮았다. 숙

성 6일에는 70oC 이상 숙성한 시료들은 모두 수분함량이 

Table 6. Contents of moisture in aged garlic at various tem-
peratures (g/100 g)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65.49±0.18cD
62.49±1.33cC 
61.02±0.18bB
57.95±0.16cA 

65.06±0.11bC
60.34±0.91bB 
60.52±0.62bB 
48.32±0.23bA 

58.03±0.30aD 
48.94±0.82aC 
46.42±0.30aB 
39.82±0.40aA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7.  Contents of total phenol and flavonoids in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s (mg/100 g)

Aging 
temp.(oC)

Aging days

1 3 6

Total
phenol

60
70
80
90

0.44±0.02aB 
0.36±0.01aA
0.52±0.01aC
0.59±0.02aD 

0.44±0.02aA 
0.45±0.01bA 
0.97±0.04bB
2.34±0.02cC 

0.61±0.02bA 
0.90±0.02cB
1.47±0.20cC 
2.15±0.04bD

Flavonoids

60
70
80
90

0.07±0.01aB 
0.06±0.01aA
0.10±0.01aC
0.20±0.01aD 

0.09±0.01bA 
0.13±0.01bB
0.34±0.01bC
0.97±0.02bD

0.13±0.01cA
0.36±0.01cB
0.58±0.01cC 
1.19±0.04cD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50% 이하로 낮아졌으며, 숙성 1일과 비교할 때 수분의 잔

존율은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져 90
oC 숙성 시료의 경

우 숙성 6일 시료의 수분함량은 기 수분함량의 68%에 

불과하 다.

총페놀  라보노이드의 함량 변화

60～90oC에서 숙성한 마늘 의 총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변화는 Table 7과 같다.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모두 유의 으로 증가하 으

며,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그 함량도 더 높았다. 한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그 증가폭도 더 커서 총페놀의 경우 60oC 

숙성 시료에서 숙성 1일과 3일 사이에는 그 함량이 차이가 

없었으나 숙성 6일에야 0.61±0.02 mg/100 g으로 증가하

으나 90oC 숙성 시료의 경우 숙성 1일에 0.59±0.02 mg/100 
g이던 것이 숙성 3일에 2.34±0.02 mg/100 g으로 약 4배 증

가하 다. 이러한 경향은 라보노이드의 함량변화에서도 

동일하 으며, 60oC 숙성 시료의 경우는 숙성 3～6일에 90oC

의 고온에서는 숙성 1～3일에 주로 그 함량이 격히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변화물질의 함량 변화

갈색에서 청록색의 흡수 장인 420 nm와 470 nm에서 갈

변물질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마늘 의 

갈변화 물질은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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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rowning intensity of aged garlic at various tem-
peratures (O.D. value)

Wave
length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420

60
70
80
90

0.16±0.00aA
0.18±0.00aA
0.20±0.01aB
0.21±0.02aB 

0.20±0.00bA 
0.29±0.00bB
0.50±0.00bC 
1.65±0.01bD 

0.21±0.00cA 
0.56±0.01cAB 
0.94±0.58cB 
2.75±0.02cC

470

60
70
80
90

0.10±0.00aA 
0.12±0.00aB
0.13±0.01aB
0.11±0.01aA 

0.11±0.00bA 
0.17±0.00bB
0.26±0.00bC
0.90±0.01bD

0.12±0.00bA 
0.31±0.01cB
0.68±0.00cC
1.41±0.01cD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록 생성량이 증가하 다. 420 nm에서 60oC 숙성 시료의 경우

는 1일과 6일 시료를 비교할 때 갈변화 물질은 약 1.3배가 

더 증가하 으나 70
oC 숙성 시료는 3.1배, 80oC와 90oC 숙성 

시료는 각각 4.7배와 13.1배 정도가 증가하여 숙성 온도에 따

른 갈변화 물질의 함량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삼 엑기스를 고온 숙성할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갈변색

소의 형성이 하여 30시간 기 으로 볼 때 70oC에 비하여 

80oC에서는 1.3배, 90oC에서는 1.7배, 100oC에서는 3.8배 더 

빠르게 갈변물질을 생성하므로 온도가 높을수록 기 유도

기간이 달라진다는 보고(21)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이었다. 한, 마늘을 슬라이스하여 55～85
oC에서 건조하

을 때 420 nm에서 갈변물질의 함량은 숙성 온도가 높을수

록 증가하 으며, 이는 숙성 기 수분의 함량 변화와 상

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3).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갈변

화 물질의 생성량과 수분의 함량 감소와는 정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가열 마늘 농축액 제조 시에 갈변반응은 기에 많이 진행

되며 90
oC의 고온에서 변화가 더 큰데 이는 polyphenol-

oxidase가 50～70
oC에서 활성을 잃는 것을 감안할 때 비효

소  갈변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어 있다(24).

Total pyruvate  thiosulfinates의 변화 

Total pyruvate  thiosulfinate의 함량 변화는 Table 9

 10과 같다. 숙성 온도를 달리하여 6일간 숙성하 을 때 

마늘 의 total pyruvate 함량은 숙성 1일에는 숙성온도의 차

이에 따른 상 성이 없이 196.04±1.80～219.46±0.24 μmol/g
의 범 이던 것이 숙성 6일에는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그 함

량이 증가하여 60
oC 숙성 시료에서는 163.42±1.22 μmol/g, 

90oC에서는 516.13±16.30 μmol/g으로 정량되었다. 60oC 숙

성 시료의 경우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otal pyruvate의 

함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숙성 1일에 219.46±0.24 μmol/g이
던 것이 숙성 6일에 잔존율은 약 74%에 불과하 다. 70

oC에

서 숙성 6일의 pyruvate 잔존율은 96% 정도 고 80
oC와 

90
oC에서는 오히려 그 함량이 증가하여 각각 1.4배와 2.5배

Table 9. Contents of total pyruvate in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s (μmol/g)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219.46±0.24bD
207.93±0.83bC
196.04±1.80aA 
203.96±2.45aB 

219.91±1.28bA
219.37±2.20cA
223.67±0.86bA
579.37±13.18cB

163.42±1.22aA 
200.27±5.07aB 
291.17±1.74cC
516.13±16.30bD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0. Contents of total thiosulfinates in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s  (O.D. value/g)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60
70
80
90

0.051±0.002aC
0.031±0.002aA
0.052±0.003bC 
0.035±0.002aB 

0.054±0.002aC
0.031±0.004aA
0.038±0.002aB
0.066±0.003bD

0.035±0.001bA 
0.218±0.002bB 
0.305±0.006cC
0.348±0.007cD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씩 증가하 다.

마늘의 특징  향기성분  하나로서 pyruvate는 숙성온

도가 높고 숙성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데 이는 alliin으

로부터 alliinase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되는 과정에서 고온

으로 인하여 alliinase의 활성이 하하기 때문이라는 보고

(23)는 본 실험의 결과에서 60
oC 숙성 시료의 결과와는 일치

하나 80～90oC의 고온에서는 상반되는 결과 다. 이는 고온

에서는 상 인 수분의 감소에 따른 성분의 농축  열분해

에 따른 성분의 변화 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osulfinate의 상 인 함량도 pyruvate의 함량변화와 

유사한 경향으로 60oC 숙성 시료에서는 숙성 6일에 오히려 

감소하 으나 고온숙성 시료에서는 그 함량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온도를 달리하여 숙성한 마늘의 물추출물과 에탄올 추출

Table 11. Extract yield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 (g/100 g)

Extract
solvents

Aging 
temp. (oC)

Aging days

1 3 6

Water

60
70
80
90

20.85
29.08
31.78
66.77

23.36
26.14
25.99
34.08

64.83
24.65
 35.10
40.54

Ethanol 

60
70
80
90

 5.91
 3.57
 3.45
 8.11

 5.84
 8.26
15.18
35.61

 4.60
12.92
 5.67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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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  
(%)

Extract
solvents

Aging 
temp. (oC)

Aging 
days

Sample concentration (mg/mL)

1 5 10

Water

60
1
3
6

 9.47±1.27aA 
 7.50±0.82aA 
14.13±1.87aB 

20.86±0.33bA 
23.15±0.82bA 
27.83±2.83aB 

34.62±2.27cA
40.02±0.40cA
44.39±0.92bB 

70
1
3
6

 4.32±1.98aA 
 9.87±0.05aB 
22.49±0.12aC 

 5.98±0.66aA 
10.30±0.05aB
53.93±2.27bC 

13.66±2.12bA 
20.88±1.37bB
55.76±2.26bC

80
1
3
6

 9.18±1.41aA 
18.79±1.19aB 
28.03±2.54aC 

16.39±0.22bA 
54.92±0.71bB
53.83±1.24aB

29.65±0.60cA 
55.19±1.17bC 
43.61±1.67aB

90
1
3
6

 4.29±1.52aA 
21.04±0.74aC
15.32±1.18aB 

16.39±0.39bA 
70.36±1.23bB 
71.01±0.20bB 

29.72±0.82cA 
85.47±0.28cB
87.48±0.20cC 

Ethanol

60
1
3
6

 7.19±0.43aA 
 7.54±0.41aA
 8.13±0.51aB 

21.90±1.39bA 
26.95±0.55bB
28.33±0.38bB

36.08±0.51cA
42.60±0.47cB 
46.88±0.27cC 

70
1
3
6

 6.64±0.77aA 
 7.51±1.51aA 
 9.41±0.82aB

28.55±4.20bA
27.48±0.34bA 
29.23±0.51bA 

44.67±0.40cA 
45.35±0.39cB 
47.84±0.26cC 

80
1
3
6

 8.06±1.30aA 
 9.52±0.39aA 
 8.55±0.41aA 

29.95±0.53bA 
35.40±0.36bB
31.58±1.80bA 

46.18±0.99cA 
57.61±0.86cB
58.00±0.73cB 

90
1
3
6

 6.07±0.30aA 
13.18±0.47aB 
16.71±0.75aC

24.77±0.31bA 
46.56±0.78bB
53.15±0.52bC 

43.23±0.67cA
72.39±1.13cB
77.33±0.14cC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물 제조 수율은 Table 11과 같다. 에탄올 추출물에 비하여 

물추출물의 수율이 월등히 더 높았으며 60～80oC 숙성 시료

의 에탄올 추출물 수율은 1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물추출물은 모든 시료에서 20% 이상의 수율을 보 으며 

90
oC 1일 숙성 시료의 수율이 6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60
oC 6일 숙성 시료가 64.83% 다. 시료의 추출수율은 

숙성온도나 숙성기간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없었다.

물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자공여능은 숙성

온도가 높고 시료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우수하

다(Table 12). 60oC, 6일 숙성 시료의 경우 10 mg/mL 첨가 

시 물추출물은 44.39±0.92%, 에탄올 추출물은 46.88±0.27%
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90oC 숙성 시료에서 물추출물과 에

탄올 추출물은 각각 87.48±0.20%와 77.33±0.14%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Byun 등(3)은 가열처리 온도를 달리한 50% 에탄올 추출

액의 자공여능은 100
oC와 120oC 가열 처리 시 40oC와 60oC 

열처리에 비하여 50% 정도 감소하 으며, 이 추출액을 숙성

하 을 때는 비교  낮은 온도로 가열처리한 것들의 감소폭

이 더 하다고 하 는데 이는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생성

된 Maillard 간 생성물이 자공여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

라고 하 다.

숙성 온도를 달리한 마늘의 환원력도 자공여능과 유사

한 경향이었다(Table 13). 물추출물에 비하여 에탄올 추출물

의 환원력이 우수한 경향이었는데, 60
oC 숙성 시료의 경우 

1일 숙성 시료의 1 mg/mL 농도에서 흡 도는 0.08～0.10의 

범 으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0.17～0.22의 범 로 2배 

이상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표 인 항산화성 물질로 인정되는 마늘은 성분 의 

flavonoid를 포함하는 페놀화합물과 diallyl sulfide, tri-

sulfide  allyl-cystein과 같은 함황 화합물이 항산화 기능

성을 지니는 주체로 보고되어 있다(25). 한 마늘 의 갈변

반응 물질들도 항산화활성을 가지는데 Moreno 등(26)은 상

온에서 10개월 이상 숙성해서 얻어진 숙성마늘 추출물의 

Maillard 반응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지는 amadori 화합물이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고 하 으며, Cardelle-Cobas 등(27)

도 마늘과 양 의 갈변반응에서 생성되는 amadori 화합물이 

항산화기능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요   약

열처리 온도를 달리한 마늘의 이화학  성분  항산화활

성을 비교하고자 통마늘을 지퍼백에 400±20 g씩 넣어 60, 

70, 80  90oC로 조 한 incubate에 숙성하면서 1, 3, 6일에 

시료를 취하여 이화학  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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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ducing power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aged garlic at various temperature (O.D. value)

Extract
solvents

Aging
temp. (oC)

Aging
days

Sample concentration (mg/mL)

1 5 10

Water

60
1
3
6

0.08±0.00aA 
0.08±0.00aA
0.10±0.00aB

0.12±0.01bA
0.15±0.00bB
0.21±0.00bC 

0.18±0.01cA 
0.23±0.01cB 
0.35±0.01cC 

70
1
3
6

0.07±0.01aA 
0.11±0.00aB
0.16±0.01aC

0.10±0.00bA 
0.25±0.01bB
0.65±0.01bC

0.13±0.00cA 
0.40±0.01cB 
0.81±0.01cC 

80
1
3
6

0.08±0.00aA 
0.16±0.01aB 
0.31±0.00aC 

0.16±0.01bA 
0.52±0.01bB
1.14±0.01bC 

0.25±0.01cA
0.89±0.03cB
1.61±0.03cC

90
1
3
6

0.10±0.00aA 
0.35±0.00aB 
0.39±0.00aC 

0.27±0.00bA 
1.25±0.01bC
1.21±0.01bB

0.48±0.01cA 
1.89±0.07cC
1.23±0.48bB 

Ethanol

60
1
3
6

0.17±0.00aA
0.17±0.00aA
0.22±0.00aB 

0.64±0.00bB 
0.58±0.00bA 
0.84±0.04bC 

1.10±0.01cB 
1.00±0.00cA 
1.32±0.01cC

70
1
3
6

0.20±0.01aC 
0.16±0.01aA 
0.18±0.01aB 

0.68±0.01bC 
0.52±0.00bA
0.60±0.01bB

1.13±0.01cC 
0.92±0.02cA 
1.00±0.01cB

80
1
3
6

0.16±0.00aA 
0.19±0.00aC 
0.18±0.01aB 

0.56±0.00bA 
0.67±0.01bC
0.65±0.01bB 

0.95±0.02cA 
1.14±0.02cB 
1.12±0.02cB 

90
1
3
6

0.13±0.01aA
0.25±0.01aB 
0.29±0.00aC 

0.34±0.18bA 
0.94±0.00bB 
1.19±0.24bB 

0.79±0.00cA 
1.52±0.02cB 
1.62±0.06cC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에탄올 추출물의 DPPH에 한 자공여능과 환원력을 통

하여 항산화활성을 분석하 다. 열처리 온도를 달리하여 숙

성한 마늘의 L, a  b값 모두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숙성기

간이 경과할수록 유의 으로 낮아졌는데, 60oC에서 6일간 

숙성한 시료의 b값은 22.16±0.76이었으나 90oC 숙성 시료는 

1.35±0.21로 격히 낮아졌다. 단가의 경우 숙성 기에

는 90
oC 숙성 시료가 85.70±1.44 cm/kg2로 가장 낮았으나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여 숙성 6일에는 

411.30±13.90 cm/kg2으로 증가하 다. 마늘의 pH는 숙성온

도가 높을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록 산성화되었는데 6일 

숙성 후 60oC와 90oC 시료의 pH는 각각 6.12와 3.90으로 큰 

차이를 보 다. 총페놀과 라보노이드의 함량은 숙성온도

가 높을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여 숙성 6일 시

료의 경우 60oC 숙성 시료에 비하여 90oC 숙성 시료에서 총

페놀은 약 3.5배, 라보노이드는 약 9.1배 더 높은 함량이었

다. Total pyruvate의 경우 숙성 온도에 따라 증감의 경향이 

서로 상이하여 60oC와 70oC 숙성 시료에서는 숙성기간 1일

과 6일을 비교할 때 더 감소하 으나 80
oC와 90oC 숙성 시료

의 경우 숙성 6일에 오히려 그 값이 유의 으로 증가되었다. 

DPPH에 한 항산화활성은 마늘의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록, 농도가 진할수록 증가하여 90oC, 

6일 숙성 시료의 항산화활성은 87.48±0.20%로 타 시료의 

43.61～55.76%보다 월등히 높았고 환원력도 이와 동일한 경

향이었다. 이처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마늘의 숙성 

온도가 높을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록 갈변화 물질의 생

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총페놀과 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마늘 의 항산화성 갈변 물질의 증

가에 기인하는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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