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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raw,
microwave-treated, steam-treated and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treated garlic. The hardness and strength
of microwave-treated and steam-treated garlic decreased compared to raw garlic. The hardness and softness
increased but strength decreased in dried garlic-treated at 60oC for 48 hr. The reducing sugar content of raw
garlic was 0.041 g/100 g, and reducing sugar content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treated garlic increased
temperatur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microwave-treated and steam-treated decreased compared to raw garlic,
while that of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treated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IC50 value of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raw garlic was 3.07 mg/mL, and the highest IC50 value was 2.16 mg/mL for microwave-treated garlic at the 4 min.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aw garlic was 40.94 mg AEAC/mL,
and the highest AEAC value was 76.51 mg AEAC/mL with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treated garlic at
150oC at the 2 hr.
Key words: garlic, heat treatment, microwave, steaming,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tioxidant activity

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전 세계적으로 양념, 조미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또한
마늘은 항균, 항암, 항당뇨 및 고지혈증 등 건강에 매우 유익
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함황화합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5). 마늘은 빵, 잼, 된장, 식초, 두부, 차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늘이 갖는 생리활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
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생리활성이 유지된 다양한 가공식
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과채류에 대한 열처리가공은 열처리과정에서 화학
적 변화로 생리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jeong@chungbuk.ac.kr
†Phone: 82-43-261-2570, Fax: 82-43-271-4412

인삼(7), 감초(8), 마늘(9), 배(10), 표고버섯(11), 옥수수(12),
감귤(13), 토마토(6) 등의 식품을 고온고압처리를 할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항산화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마늘은 열처리에 의
해 생리활성이 변화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마늘을 15분간
가열하면 cyclooxygenase 활성(14)과 thromboxane B2의
합성(15)의 억제활성이 증가하는 것, 60초 동안 마이크로파
에 처리할 경우 항암활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16). 특
히 분쇄한 마늘을 마이크로파에 10분간 처리할 경우 내열성
의 항암성분의 생성에 필요한 allinase 활성은 보존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6,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온고압처
리와 마이크로파 처리, 증자처리를 통해 얻어진 마늘의 이화
학적 특성과 항산화활성 변화를 조사하여 식품가공 산업의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활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전처리 및 열처리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마늘은 2006년 6월 충북농수산물시장에
서 구입하여 알이 건실하고 균일한 시료를 선별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 고온고압처리 실험에 사용된 열처리장치는 20
kg/cm 의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고안․제작된 것
(Model HR-8200, Jisico, Seoul, Korea)으로 온도와 시간에
따라 가열됨으로써 직접적인 열전달에 의한 시료의 탄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온고압처리 마늘 50 g을 반응용
기에 넣어 밀봉하고 110, 130 및 150 C에서 2시간 동안 고온
고압반응기(Jisico, 1.5 kgf/m )로 처리하였으며(10), 처리된
시료는 60 C에서 48시간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마이
크로웨이브처리 장치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
지(M-M209EC, LG Electronics, Seoul, Korea, 2450 MHz)
를 사용하였으며, 마늘 50 g을 2, 3 및 4분 처리하였다. 증자
처리 장치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찜기(Tongyang
Masic, Seoul, Korea)로 제작된 것으로 사용하였다. 마늘의
처리는 100 C의 열 증기를 가하 통마늘을 처리시간 20, 35,
50분에 따라 처리하였다. 마늘은 찜기 한통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통마늘 5개씩을 넣고 처리하였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물리적 특성과 환원당 함량
측정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물성은 rheometer(Fudoh
2

o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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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
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20). 각 추출물 50
μL에 2% Na CO 용액 1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2

3

Folin-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St. Louis, MO,

를 가하였다. 30분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00
에서 측정하였고, 표준물질인 gallic acid(Sigma-Aldrich)
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표준품으로 gallic acid
를 사용하여 상당량으로 표현하였다.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Sigma-Aldrich) radical 소거활성은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한 후, 추출물의 EDA(electron donating ability, %)값을 50% 감소시키는 IC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을 구하였다(21). ABTS
USA) 50 μL
nm

50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

소거활성은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
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ε＝3.6×10 M cm )를 이용하여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용액 1 mL에 추출액
50 μL를 가하고 정확히 30분 후에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
다(22). 표준품은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추출물 mL당
ma-Aldrich) radical

4

-1

-1

mg 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AEAC)

로 표현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통계프로그램

Rheo-meter, model RT-3010D, Rheotech Co., Tokyo,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11.5, SPSS Inc.,

Japan)

Chicago, IL, USA)

를 이용하여 strength(강도), hardness(경도), softness(유연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두께는 5 mm로 하였고
직경 5 mm probe로 1.0 mm/sec의 속도로 탐침 시켜 물성을
측정하였다(18). 항산화성분 및 활성 검정을 위한 시료의 제
조는 시료 5 g에 70% 에탄올 50 mL을 가하여 균질기(Hibell,
Hwaseong, Korea)로 5분간 추출하고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였으며, 추출박은 동일용매로
재차 추출을 행하여 원 추출액과 합하였다. 추출액은 감압농
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증류수 20 mL에 용해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열처
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DNS(3,5-dinitrosalicylic acid)법(19)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각의 열처리된 에탄
올추출물의 시료 1 mL에 0.5% DNS 시약 1 mL을 가하고
100°C에서 10분간 가열하였으며 급냉 후, 546 nm에서 흡광
도(UV-1601, Shimadzu, Tokyo, Japan)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품은 glucose를 사용하였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가 추

분석하였다.

을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한 영향을

결과 및 고찰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물리적 특성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물성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Jeon 등(18)의 보고에서 마늘을 열처리 하였
을 경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strength, hardness 및
softness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온고압 처리를 한 마늘은 건조
과정이 없이는 모양이나 질감에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실험을 통하여 건조온도(50, 60 및
70 C)와 시간(40, 44, 48 및 52시간)을 설정하여 최적의 조건
을 산출한 결과 60 C에서 48시간으로 결정해 건조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고온고압의 열처리를 한 후 60 C에서 48시간
건조한 마늘은 hardness와 soft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전체적으로 strength는 감소하였다. 고온고압처리 마
늘의 hardness가 생마늘보다 증가하는 것은 건조과정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온고압처리로 물러진 조직이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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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of garlic with different heating methods
2

Heating methods

Hardness (dyn/cm )
Raw garlic

102,783±419.0

o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1)a2)
b

110 C, 2 hr
o
130 C, 2 hr
o
150 C, 2 hr

159,696±846.1
b
188,061±770.8
c
420,404±900.9

2 min
3 min
4 min

9,948±67.3
a
5,904±81.2
a
5,403±45.1

20 min
35 min
50 min

9,870±41.2
a
9,538±37.6
a
9,207±83.1

Microwave

Steaming

Softness (g)
0.016±0.050

a
bc

0.076±0.002
cd
0.080±0.001
g
0.211±0.011

a

0.065±0.004
e
0.155±0.047
f
0.183±0.067

b

a

0.086±0.050
cd
0.080±0.000
d
0.086±0.050

d

Strength (cm/kg)
678,385±1,3527

f

ab

9,391±65.4
ab
8,919±86.2
a
5,337±155.2
204,836±7,0741
d
73,373±24.6
c
68,571±104.6

e

b

9,839±56.1
ab
9,473±19.1
ab
9,251±61.6

1)

Each value is mean±SD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건조과정에서 조직이 수축하면서 치밀해져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마늘과 비교해 볼 때 마이크로파 처리와 증자처
리 마늘의 hardness와 strengt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 정도가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열처리 과정에서 조직이 물러지고 수분이 감
소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환원당 함량
환원당이란 반응성이 있는 알데히드기와 케톤기를 갖고
금속염 알칼리 용액을 환원시키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총칭
이며 설탕을 제외한 포도당, 과당 그리고 맥아당이 포함된다
(23).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이 환원당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이 고온고압처리 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처리온
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0.041 g/100 g으로 나타났으며, 130 C 2시간 처리 시
료의 경우 1.840 g/100 g, 150 C 2시간 처리 시료의 경우
5.446 g/100 g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고
압처리 마늘에서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마늘에 존
재하는 polysaccharide가 열처리 과정에서 파괴되어 gluo

o

Table 2. Changes in reducing sugar content of garlic with
different heating methods
Reducing sugar
(g/10 g)

Heating methods
Raw garlic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Microwave

Steaming
1)

1)a2)

0.041±0.001

o

a

110 C, 2 hr
o
130 C, 2 hr
o
150 C, 2 hr

0.029±0.01
b
1.840±0.04
c
5.446±0.21

2 min
3 min
4 min

0.026±0.01
a
0.031±0.02
a
0.016±0.01

20 min
35 min
50 min

0.016±0.001
a
0.011±0.001
a
0.015±0.004

a

a

Each value is mean±SD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등의 이당류가 생성되고(23) 마늘에
다량 존재하는 fructose polymer인 fructan이 파괴되어 fructose 함량이 증가하여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9). 마이크로파 처리(0.016～0.031 g/100 g)와 증자처리
시료(0.011～0.016 g/100 g)는 생마늘보다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radical
소거활성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 과채류 등에 널리 분포하는 이차
대사산물로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24), 염증, 암, 동맥경화 등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5).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이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고온고압처리 온도가 증가할수
록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150 C, 2시간 처리 시료의 경우
1.417 mg/g으로 생마늘(0.308 mg/g)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다. Dewanto 등(26)은 옥수수를 열처리 할 경우 페놀
화합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tewart 등(27) 또
한 열처리 과정에서 조직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결합형의 페놀
화합물이 분리되어 유리형으로 전환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이크로파 처리 및 증자처리의 경우 생마늘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smail
과 Marjan(28), Barroga 등(29), Cheigh 등(30)의 연구에서
도 높은 페놀화합물 함량을 가진 채소들이 데치기, 볶음 처
리, 전자레인지 등의 열처리로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감소하
였다.
체내에서 생성된 free radical은 강력한 산화제로 지방, 단
백질, 핵산, 탄수화물 등의 신체 구성요소에 산화적 손상을
초래하고 돌연변이 생성에 관여한다(21). 또한 암,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류머티즘, 백내장 등의 만성질환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31). DPPH 및 ABTS radical 방법은 시험
관내에서 비교적 쉽게 항산화활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22)으로 특히,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법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측정 가능하며, 항산화성분
에 의해 보라색에서 무색으로 변하는 탈색반응을 이용한다
cose, fructose, maltos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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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physiological activities of garlic with different heating methods
Polyphenol
(mg/g)

Heating methods
Raw garlic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DPPH (IC50)
(mg/mL)
1)h2)

0.308±0.057

o

110 C, 2 hr
o
130 C, 2 hr
o
150 C, 2 hr

0.150±0.005
i
0.684±0.013
j
1.417±0.019

2 min
3 min
4 min

0.150±0.005
bc
0.126±0.003
de
0.150±0.005

20 min
35 min
50 min

0.136±0.010
e
0.173±0.050
f
0.210±0.010

Microwave

Steaming

3.07±0.05

ABTS
(mg AEAC/mL)

cd

40.94±0.63

g

35.64±0.43
j
57.44±1.15
k
76.51±0.34

cd

39.05±0.69
de
40.97±0.73
i
50.55±0.58

i

38.92±0.57
e
41.85±1.42
g
44.68±0.51

cde

3.85±0.03
bf
3.30±0.13
b
2.65±0.03

cde

3.05±0.04
c
2.98±0.01
a
2.16±0.15

bcd

6.78±0.18
de
3.14±0.40
a
2.17±0.23

de
a

bc

b

1)

Each value is mean±SD
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여 IC 을 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생마늘추출물은
3.07 mg/mL을 나타내었으며, 고온고압처리의 경우 150°C,
2시간 처리 마늘이 2.65 mg/mL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등(18) 마늘을 고온고압처리 할 경우 DPPH
및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고온에서 장시간 저장하면서 제조된 마늘은 전체가
갈변화됨으로 갈색화 반응은 주로 amino-carbonyl 반응에
의한 것으로, 열처리하는 동안 새로이 생성된 갈변물질에
의하여 항산화활성이 생마늘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Maillard 반응물질의 환원력은 기질 내 hydroxyl기와 수소 원자를 공여함으로써 라디칼 반응을 제어
할 수 있는 환원물질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3).
마이크로파 처리의 경우 4분 처리 시료가 2.16 mg/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증자처리는 50분 처리 시료가 2.17
mg/mL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Halvorsen 등(34)은 몇
몇 야채류의 경우 마이크로파, 증자 및 가열 처리 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마늘에 비해 마이크로파 및 증
자처리 시 항산화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열처리 시 다른 물질
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ABTS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칼로서 DPPH 방법과 함께 항산화활성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lipophilic 또는 hydrophilic 항산
화 물질의 측정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한 항
산화활성을 ABTS 라디칼을 억제하거나 소거하는 것에 의
해 이루어진다(35). ABTS를 peroxidase, H O 와 반응시켜
활성 양이온인 ABTS 이 형성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
해 ABTS 이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
는데 이를 흡광도 수치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36).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생마늘의 경
우 40.94 mg AEAC/mL로 나타났으며(Table 3), 150°C, 2시
간 처리 마늘이 76.51 mg AEAC/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였고 마이크로파 처리는 4분 처리 시료가 50.55 mg AEAC/
mL, 증자처리는 50분 처리 시료가 44.68 mg AEAC/mL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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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최근 감초(8), 배(10), 마늘(33) 등
많은 식품의 항산화활성에 대한 열처리 효과가 많이 보고되
고 있다. 또한 열처리 시 새로운 항산화성분의 생성과 고분
자의 성분이 저분자화 되어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마늘의 생리활성이 유지된 새로운 가공제
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해 각종 가공
처리 조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고온고압처리와 마이크로파 처리, 증자처리 하여 제조된
마늘의 이화학적 및 항산화활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물성은 고온고압처리를 한 후 60 C에서
48시간 건조한 마늘은 hardness와 softness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strengt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마늘과
비교해 볼 때 마이크로파 처리와 증자처리 마늘의 hardness
와 strengt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처리시간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0.041
g/100 g으로 나타났으며, 고온고압처리 마늘의 환원당 함량
은 처리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이 폴리페놀 함량은 고온고압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 마이크로파 처리 및 증자
처리의 경우 생마늘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DPPH radical 소거활
성은 생마늘의 경우 3.07 mg/mL을 나타내었으며, 마이크로
파 처리의 경우 4분 처리 시료가 2.16 mg/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생마늘의 경우
40.94 mg AEAC/mL로 나타났으며, 150 C, 2시간 처리 마늘
이 76.51 mg AEAC/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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