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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nfirm antioxidant activity of black garlic, methanol extract of black garlic was fractioned by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hanol and water. Antioxidant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were assayed in 100,
250, 500 and 1,000 μg/mL concentrations. The contents of total phenol and flavonoids were significantly higher
5.5～11.6 times in chloroform, ethyl acetate and hexane fraction than other fractions. Antioxidant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were increased by higher sample concentrations and their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fractions than other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over 50% in 1,000
μg/mL concentration, except butanol and water fraction. In the same concentration, reducing power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in butanol and water fracti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higher in hexane,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fractions and was over 70% at 1,000 μg/mL concentration. In 1,000 μg/mL concen-
tration, the range of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50.27～81.02% and SOD-like ability was 26.73～
47.64%. Antioxidant activity in linoleic acid reaction system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storage time was
longer and sample concentration was higher in non-polar solvent fractions. Nitrite scavenging activity was
relatively higher than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activity in 100 μg/mL concentration was over than 50%, except
butanol fraction.

Key words: black garlic, extracts, antioxidant activ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nakju@gnu.ac.kr
†Phone: 82-55-751-5975, Fax: 82-55-751-5971

서 론

마늘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7～9 kg에 달하는 주요

양념 채소로 식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부터 민간에서는

자양강장, 항균활성 등의 이용목적으로 널리 이용하여 왔다

(1).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깐 마

늘, 다진 마늘 및 장아찌 등 단순 가공만으로는 마늘의 충분

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게 되며, 식품의

건강 기능성, 안전성, 고급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의 성향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마늘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가공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최근 개발된 ‘흑마늘’은

생마늘의 강한 냄새와 매운 맛을 감소시키고, 마늘 자체 성

분의 반응에 따른 감미와 산미가 조화를 이루어 마늘의 섭취

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마늘

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요 마늘 산지인 남해, 의성

등을 중심으로 흑마늘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흑마

늘 및 흑마늘 엑기스, 음료, 환, 사탕, 젤리, 양갱, 식초, 식초음

료 등이 상품화 되어 있다. 흑마늘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가공과정을 통하여 glucose, fructose, sucrose 및

maltose 등 유리당의 함량이 증가되고 산도가 낮아져 새콤

달콤한 독특한 맛을 갖게 되며, 마늘 자체에 함유된 당과

아미노산에 의한 갈변반응 및 중합반응으로 인해 흑색으로

변화된다(2). 흑마늘의 가공공정과 같이 상온 이상의 온도에

서 장시간 노출된 식품은 Maillard 반응산물을 생성하게 되

어 항산화 활성을 가지게 되는데(3), 열을 가하는 공정을 거

친 식품의 항산화 활성은 페놀화합물의 파괴 정도 및 공정

중 갈변물질의 생성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4). 흑마늘 숙성 중 색의 변화는 Maillard 반응에 의한 갈변

물질에 기인하므로, 흑마늘도 항산화 및 항암 활성 등의 다

양한 생리활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흑마늘의 생리활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흑마늘의 숙

성 단계에 따른 영양성분 및 주요성분의 변화와 물과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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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비교(5), 흑마늘과 생마늘 3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 비교(6), 흑마늘과 생마늘의 영양성분(2)

및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활성 비교(7), 흑마늘 추출물의 인

체 LDL에 대한 항산화 효과(8), 흑마늘 분말 첨가 급이가

고콜레스테롤 흰쥐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9)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흑마늘의 생리활성 규명 및 관련물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더 심도 깊게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의

생리활성 규명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흑마늘의 용매별 분

획물을 제조하여 이들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용매별 추출물의 제조

시료에 약 3배의 95% 메탄올을 가하여 60oC 수욕 상에서

환류냉각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여 메탄올 조추출물을 얻었

다. 이것을 회전식 진공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추출용매를

제거한 다음 1 L의 물과 메탄올 용액(9:1, v/v)에 재용해하고

여기에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을 각각

1 L씩 순차적으로 가하여 3회 반복 추출하여 각각의 용매

분획물로 나누었고 나머지 잔사는 물 분획물로 하였다. 용매

별 분획물은 회전 진공증발기로 감압․농축하여 완전 건고

시킨 다음 일정량을 취하여 항산화 활성 분석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정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0)에 따라 메탄올에 1 mg/

mL의 농도로 용해한 각 용매별 추출액, Folin-Ciocalteau

시약 및 10% Na2CO3 용액을 각각 1 mL씩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Caffeic acid(Sigma Co., Ltd., St. Louis, MO, USA)를

0～100 μ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Moreno 등(11)의 방법에 따라 1 mg/

mL 농도의 시료액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

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Sigma Co.)을 표준물질로 하여

0～100 μg/mL 농도 범위에서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

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12)의 방법을 변형하여 일

정농도의 시료 추출물 1 mL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용액 2 mL를 가하여 10초간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

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소거능은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비(%)로 나타

내었다.

환원력 측정

Oyaizu(13)의 방법에 따라 농도별 시료액 1 mL에 200

mM phosphate buffer(pH 6.6) 및 1%의 potassium ferri-

cyanide 각 1 mL를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oC의 수욕상

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 1 mL를 가하여 13,500×g에서 15분간 원심분

리 하여 얻은 상징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 각

1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의 환원력은 흡광도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

nate)]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1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즉, 7 mM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

이 되도록 용해시킨 다음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

키고 이것을 414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이 용액 3 mL에 농도별 시료액을 1 mL 가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41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

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Hydroxyl 라디칼 소거능 측정

Gutteridge(15)의 방법에 따라 1 mM FeSO4/EDTA 용액

0.2 mL, 10 mM 2-deoxyribose 0.2 mL, 농도별 시료액 0.2

mL, 0.1 M phosphate buffer(pH 7.4) 1.2 mL 및 10 mM H2O2

0.2 mL를 차례로 가한 다음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2.8% TCA 용액 1 mL를 가하고 95
o
C 수욕상에서 10분간 가

열한 다음 급냉시킨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

료의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A－O

)×100B－O

O: Absorbance of no treatment at 532 nm

A: 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32 nm

B: 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32 nm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용매별 흑마늘 분획물의 SOD 유사활성은 알칼리 상태에

서 pyrogallol의 자동산화에 의한 발색 원리를 이용한

Marklund와 Marklund(1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일정

농도별 시료액 0.2 mL에 10 mM EDTA를 함유한 tris-HCl

buffer(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pH 8.5)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25oC에서 10분간 방치

한 후 1 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산화된

pyrogallol의 흡광도를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SOD 유사

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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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Methanol
Ascorbic acid
ɑ-Tocopherol

18.75±0.21dA
29.99±0.14eA
29.58±0.19eA
3.78±0.05aA
9.56±0.03bA
15.28±0.06cA
75.15±0.29gA
48.07±0.11fA

27.54±0.08bB
51.84±0.04cdB
49.89±0.05cB
9.14±0.03aB
27.91±0.06bB
27.17±0.09bB
80.48±0.05eAB
54.30±0.03dB

41.65±0.16bC
79.68±0.24fC
71.46±0.09eC
18.82±0.03aC
41.28±0.05bC
45.20±0.24cC
84.12±0.13gBC
62.38±0.17dB

58.87±0.19cD
91.56±0.15gD
87.08±0.13fD
34.56±0.17aD
47.07±0.18bD
65.93±0.11dD
95.32±0.12hC
71.04±0.1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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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oleic acid emulsion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Osawa(17)와 Kim 등(18)의 방법에 따라 linoleic acid

model system을 이용하여 thiocyanate법으로 용매별 추출

액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시료액 0.5 mL에 linoleic

acid emulsion 및 0.2 M phosphate buffer(pH 7.0) 각 2 mL를

혼합하여 37oC에서 보관하면서 1일과 7일째에 각 시료액 0.1

mL를 취하여 75% 에탄올 4.7 mL, 30% ammonium thio-

cyanate 0.1 mL를 첨가한 후 1분간 실온에서 정치시킨 다음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에

phosphate buffer를 첨가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은 시료 첨가

전후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작용 측정

용매별 흑마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im 등(19)

의 방법에 따라 1 mM NaNO2 용액 1 mL에 각 시료 1 mL를

가하고 여기에 pH 2.5로 조정한 0.2 M citrate buffer로 반응

용액의 총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oC에서 1시

간 반응시킨 다음 반응액을 1 mL씩 취하고 여기에 2% acetic

acid 용액 3 mL 및 30% acetic acid 용액으로 각각 용해한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1:1 비율로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제조한 Griess 시약 0.4 mL를 차례로 가하

여 잘 혼합한 후 15분간 실온에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를

가하여 상기와 동일하게 행하였으며 아질산염 소거능은 시

료 첨가구와 무첨가구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분석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수행되었으며, 시료 자체

의 색에 의한 간섭을 보정하고자 각 반응액에서 시료 자체의

흡광도 값을 별도로 측정하여 그 값을 감하였다. 얻어진 결과

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하여 분산분석 하였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에 대한 유의성 검

정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흑마늘 용매 분획물 중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Table 1.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olvent ex-
tracts from black garlic (mg/g)

Extract solvent Total phenol Flavonoids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Methanol

3.57±0.08d
47.30±0.10e
28.85±0.09c
4.05±0.01a
4.17±0.03a
8.45±0.10b

0.69±0.05b
3.45±0.08d
1.43±0.04c
0.37±0.03a
0.36±0.01a
0.63±0.05b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페놀화합물은

chloroform 분획물에서 47.30 mg/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hexane과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각각 35.57 mg/g과

24.85 mg/g으로 여타 분획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량이었

다. 물 분획물에서는 4.17 mg/g으로 함량이 매우 낮아 흑마

늘 중의 페놀 화합물은 비극성 물질이 주된 성분이라 추정된다.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페놀 화합물과 유사한 경향으로

chloroform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었으며, butanol과

물 분획물에서 각각 0.37 mg/g과 0.36 mg/g으로 chloro-

form 분획물의 약 10%에 불과하였다.

180oC에서 2분간 frying처리된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폴

리페놀 함량이 증가되어 항산화 활성이 상승되었는데(20),

이는 고온에 의해 생성된 Maillard 반응산물이 항산화능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본 연구에서도 흑

마늘의 지용성 용매 분획물에서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

드 물질의 함량이 높아 이들 분획물의 항산화능도 상기의

보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흑마늘 용매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ascorbic

acid 및 α-tocopherol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hlo-

roform 분획물의 경우 활성이 가장 높아 500 μg/mL 농도에

서 79.68%, 1000 μg/mL 농도에서는 91.56%로서 α-tocopherol

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ethyl acetate 분획물

은 100 μg/mL와 500 μg/mL의 농도에서 chloroform 분획물

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다소 낮아져 1000 μg/mL 농도에서 87.08%의



936 신정혜․이현지․강민정․이수정․성낙주

Table 3. Reducing power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O.D. value at 700 nm)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Methanol
Ascorbic acid
ɑ-Tocopherol

0.25±0.00bA
0.38±0.01cdA
0.44±0.00dA
0.11±0.01aA
0.10±0.00aA
0.33±0.01cA
0.98±0.02fA
0.65±0.01eA

0.37±0.02bB
0.68±0.03cB
0.69±0.02cB
0.18±0.00aB
0.17±0.01aB
0.56±0.01cB
1.12±0.09dB
0.99±0.06dBC

0.57±0.01bC
1.35±0.05deC
1.11±0.00cdC
0.30±0.01abC
0.28±0.01aC
1.01±0.00cC
1.45±0.08eC
1.33±0.05deC

0.87±0.01bD
2.53±0.02dD
1.88±0.01cD
0.52±0.00aD
0.49±0.01aD
1.82±0.07cD
2.77±0.03fD
2.61±0.01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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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Methanol
Ascorbic acid
ɑ-Tocopherol

11.43±0.77bA
22.49±0.21cA
15.77±0.482bA
3.50±0.17aA
5.32±0.40aA
9.50±0.52abA
40.83±1.07dA
22.79±0.56cA

27.61±0.33cdB
31.74±0.34dB
24.71±0.95cB
7.34±0.18aB
11.29±0.18bB
20.31±0.88cB
68.00±4.91fB
45.55±0.71eB

46.19±0.25dC
61.09±2.13fC
55.05±0.40eC
13.33±0.31aC
19.77±0.31bC
33.68±1.50cC
90.01±0.30hC
68.32±1.38gC

70.87±0.48dD
92.83±0.67fD
84.15±1.92eD
27.80±1.51aD
33.84±1.51bD
49.48±0.70cD
98.04±0.21gD
99.67±0.15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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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을 나타내었다. 물과 butanol 분획물의 경우 1000 μg/

mL 농도에서도 50% 미만의 낮은 소거능이었다.

Kim 등(21)은 추출용매별 가시오가피 추출물의 DPPH에

대한 항산화 활성은 물 분획물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75%

메탄올 분획물이었고, chloroform 분획물에서 가장 활성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Jang 등(22)은 추출 용매에 따라 DPPH

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차이가 있는데, 초피나무의 경우 ethyl

acetate에서 가장 활성이 높았고, 물 분획물에서 가장 활성

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홍화씨로부터 계통 분획을 통해

얻어진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ethyl acetate 층에

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butanol 및 물 층의 순서라는 보고도

있다(23). 이처럼 각 시료들의 전자공여능은 추출용매별로

상이하며 시료의 특성에 따라 추출물별 활성도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흑마늘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성분은 비극성 용매에 친화성이 더 강한 성분

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환원력

농도별 흑마늘 분획물의 환원력도 DPPH 라디칼 소거능

과 유사한 경향으로(Table 3)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hloroform 분획물의 경우 최

고 700 nm에서 2.53의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500 μg/mL

농도에서는 ascorbic acid와 α-tocopherol에 상당히 근접한

활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활성이 높은 ethyl acetate와 meth-

anol 분획물도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88과 1.82로 높

은 환원력을 보였다. 그러나 물과 butanol 분획물간에는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활성도 낮았다.

흑마늘은 가공 공정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환원력이 점

차 증가하는데 이는 갈변물질의 생성량이 점진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melanoidin과 같은 항산화 활성을 갖는 물질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5). 50oC에서

14일간 숙성된 마늘과 양파는 갈색도가 점차 상승되었으며,

또한 Maillard 반응의 초기단계에서 생성되는 아마도리 화

합물인 2-FM-amino acid의 함량이 증가되어 항산화 활성

도 상승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24) 본 실험의 결과에서

환원력의 증가에도 갈변반응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이 관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의 첨가 농도 증가와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었다(Table 4). 추출용매에 따라 그 활성의

차이가 매우 커 가장 활성이 높았던 chloroform 분획물은

1,000 μg/mL 농도에서 92.83%였으나 가장 활성이 낮았던

butanol 분획물의 활성은 27.80%에 불과하였다. DPPH법과

ABTS법에 의한 항산화력을 아스코르브산으로 비교할 때

활성은 각각 29%와 45%로 ABTS법으로 측정한 활성이 다

소 높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DPPH는 자유라디칼을,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

며 두 기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상이하여 라디칼 제거

능력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결과로서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

이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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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OD-like activ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Methanol
Butanol
Water
Ascorbic acid
ɑ-Tocopherol

7.67±0.57aA
26.73±0.17cA
19.17±0.42bA
17.80±0.64bA
15.23±0.15bA
3.68±0.09aA
33.14±1.50dA
26.58±0.16cA

8.14±0.42aB
19.17±0.42bB
24.57±0.04bcB
28.26±0.55cB
22.11±1.63bB
13.03±0.52aB
41.75±0.81eB
35.77±0.09dB

28.57±0.64bC
39.39±0.07cC
31.42±0.32bcC
33.25±0.45cC
25.42±0.33bC
16.07±0.19aC
50.47±0.79dC
46.85±0.18dC

37.45±0.27bD
47.64±0.28cD
31.42±0.03aD
34.44±1.91bD
26.73±0.16aD
28.11±0.61aD
59.92±1.48dD
55.41±0.2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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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Methanol
Ascorbic acid
ɑ-Tocopherol

35.50±1.90bA
50.99±0.83cA
39.46±0.65bA
27.27±0.99aA
21.08±0.18aA
41.03±2.61bA
71.03±0.63dA
58.67±0.09cA

42.16±0.36bB
57.72±0.68cB
49.67±8.01bB
39.10±0.48aB
35.92±0.38aB
46.43±0.85bB
76.36±0.85dB
63.89±1.43cdB

56.34±1.50bC
68.23±0.68cC
65.17±0.58cC
50.63±0.72bC
44.32±1.18aC
54.71±0.39bC
78.63±0.80dC
76.10±1.61dC

65.29±1.63cD
81.02±0.73eD
70.21±0.58dD
58.20±0.83bD
50.27±0.79aD
64.62±1.20cD
82.26±0.55eD
80.34±0.65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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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xyl 라디칼 소거능 측정

흑마늘 용매 분획물의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Hydroxyl 라디칼 소거활성

은 chloroform 분획물의 농도 1000 μg/mL에서 81.02%로

ascorbic acid나 α-tocopherol과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활성을 보인 물 분획물도 1000

μg/mL 농도에서는 50% 이상의 활성을 보였다.

Shin 등(7)은 흑마늘과 생마늘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의 hydroxyl 라디칼 소거능은 흑마늘에서 더 높으며 물 추출

물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에서 활성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Hydroxyl 라디칼은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자유 라디

칼을 활성화시키며, 생체내 거의 모든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자유 라디칼 중의 하나이다(26). Hydroxyl 라디

칼은 DNA의 핵산과 결합함으로써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

포독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지질과산화 과정에서

빠른 개시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ydroxyl 라디

칼 소거능이 높을수록 지질과산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

하거나 활성화된 산소종을 소거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억제

시켜 세포독성을 막게 된다(27).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흑마늘 용매 분획물의 SOD 유사활성(Table 6)은 1,000

μg/mL 농도에서 chloroform 분획물이 47.64%로 가장 활성

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hexane과 methanol 분획물에서 각각

37.45%와 34.44%의 활성을 보였다. 결명자 물 추출물 및 50%

와 75%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평가한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50.56%로 활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폴

리페놀에 기인한 효과라는 Na 등(28)의 보고가 있다. SOD

유사활성은 생체 내에서 생성되며, 전자환원으로 반응성과

파괴성이 매우 큰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제거하기 위해

분비되는 superoxide dismutase(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

여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안정화 시켜(29), 독성이 가장

강한 hydroxyl 라디칼의 생성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30).

Linoleic acid emulsion에 의한 항산화 활성

Linoleic acid emulsion에 흑마늘 용매 분획물을 첨가한

후 37
o
C에 저장하면서 저장 1일과 7일에 각각 측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저장 1일 후의 항산화 활성은 11.35～

33.69% 범위였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chloroform 분획

물에서 그 활성이 가장 높아 33.69%였다. 저장 7일에는 항산

화 활성이 더 증가하여 100 μg/mL 농도에서도 24.33～38.87

% 범위였으며 시료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도 증가하였다. Chloroform과 ethyl acetate 분

획물의 경우 각각 67.53%와 62.01%로서 ascorbic acid와 α-

tocopherol에 근접하는 활성을 보였다.

생마늘과 튀긴 마늘의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 튀긴 마늘에서 더 활성이 높았고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활성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페놀 화합물 외에

마늘 중에 존재하는 황 화합물과 갈변물질에 기인한다는 보

고(20)가 있는데, 본 실험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흑마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도 갈변물질이 기여하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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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ioxidant activ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in linoleic acid emulsion model system (%)

Storage
periods (days)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1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Methanol
Butanol
Water
Ascorbic acid
ɑ-Tocopherol

13.38±0.70aA
21.15±0.30bA
20.03±0.02bA
17.74±0.25abA
11.35±0.36aA
14.35±1.04aA
37.10±0.29dA
28.96±0.12cA

18.60±0.22aB
27.74±0.09bB
25.09±0.10bB
21.24±0.16bB
15.40±0.16aB
17.96±0.28aB
42.49±0.22dB
34.56±0.14cB

20.45±0.35aBC
31.23±0.09bcC
29.28±0.07bBC
26.06±0.10bC
18.31±0.81aB
21.13±0.18aC
45.83±0.78dB
38.98±0.48cB

26.61±0.07aC
33.69±0.37bC
32.84±1.01bC
29.34±0.29bC
23.88±0.60aC
24.12±0.17aC
51.17±0.35dC
45.94±0.42cC

7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Methanol
Butanol
Water
Ascorbic acid
ɑ-Tocopherol

31.14±0.49bA
38.87±0.64cA
38.40±0.20cA
32.47±0.27bA
25.00±0.46aA
24.33±0.17aA
55.46±0.61dA
51.86±0.49dA

35.57±0.09bB
49.43±0.72cB
51.55±0.56cB
37.22±0.21bB
28.97±0.68aA
28.35±0.27aA
64.43±0.27eB
58.09±0.68dB

41.19±0.46bC
55.37±0.09cC
57.99±0.52cC
44.43±0.05bC
32.78±0.38aB
31.75±0.17aAB
69.69±0.38eC
63.87±0.80dBC

51.96±0.55bD
67.53±0.27cD
62.01±0.70cD
47.22±0.16bC
36.70±0.58aB
34.54±0.27aB
80.41±0.53eD
72.27±0.39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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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solvent extracts from the black garlic in reaction system of pH 2.5 (%)

Extract solvent
Concentration (μg/mL)

100 250 500 1000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Methanol
Butanol
Water

57.97±0.69cA
58.17±1.30cA
54.12±0.69bA
51.41±0.34bA
27.20±0.55aA
56.18±0.96bcA

66.83±2.27cB
71.15±1.37dB
58.52±0.14bA
59.92±0.96bB
30.98±0.48aA
59.89±0.11bA

71.50±0.21cC
74.31±1.10cB
66.90±1.79bB
64.60±0.34bC
37.91±3.57aB
62.91±0.41bAB

80.77±3.02dD
86.74±0.21eC
85.99±2.47eC
74.45±2.06cD
58.31±2.13aC
68.41±0.2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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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된다.

Linoleic acid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추출 용매의 극성에

따라 다른데, 극성이 낮은 획분들이 높은 획분들에 비해 반

응기질인 linoleic acid에 대한 친화성 및 용해성이 크기 때문

에 항산화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30). 차가버섯 추출물

의 경우 극성이 가장 높은 물 추출물에서 linoleic acid에 대

한 항산화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추출물 속에 수소 공여체로

작용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25)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비극성 분획물 내에 수소

공여체로 작용하는 물질의 함량이 더 높으며 linoleic acid와

의 친화성도 높아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된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pH 2.5의 반응계에서 흑마늘 용매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

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100 μg/mL 농도에서

butanol 분획물(27.20%)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에서 아질산

염 소거능은 50% 이상으로 높았으며,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였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 100～500 μg/mL의 농도에서는 chloroform 분획물에

비하여 활성이 낮았으나 1,000 μg/mL 농도에서는 85.99%로

가장 활성이 높은 chloroform 분획물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흑마늘 용매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극성 분획물

보다 비극성 분획물에서 더 높았다.

Lee 등(31)은 홍삼의 수용성 갈변물질에 대한 아질산염

소거능은 15.9～38.7%의 범위이며 갈변물질의 분자량이 높

을수록 소거능이 증가되는데 주된 성분은 비효소적 갈변물

질인 melanoidin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열처리된 마늘은

nitric oxide와 산소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peroxynitrite에 대

한 소거능이 있는데, 유효 물질은 열에 안정적이고 allinase

의 활성보다는 thiosulfinate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32). 이들 보고로 미루어 볼 때 흑마늘 추출물의 아

질산염 소거활성은 열에 안정적인 갈변물질 및 함황 화합물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 약

흑마늘의 기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용매별 계통 분획물

을 만들어 100, 250, 500 및 1,000 μg/mL 농도에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

은 chloroform, ethyl acetate 및 hexane 분획물에서 유의적

으로 높아 butanol, methanol 및 물 분획물에 비하여 5.5～

11.6배 더 많았다. 흑마늘 계통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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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도 증가하였으며,

chloroform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000 μg/mL 농도에서는

butanol과 물 분획물을 제외한 모든 시료 모두에서 50% 이

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비교적 활성

이 높아, 1,000 μg/mL 농도에서는 70% 이상의 소거능을 보

였다. 1,000 μg/mL 농도에서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50.27～81.02%의 범위로 높은 반면 SOD 유사활성은 26.73

～47.64%로 비교적 그 활성이 낮았다. Linoleic acid 반응계

에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이 길수록, 시료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더 높았으며, 또 극성

용매보다는 비극성용매 분획물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우 butanol 분획물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비교적 그 활성이 높아 100 μg/mL 농도에서도

50% 이상의 소거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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