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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마늘 추출물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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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oxidant, whitening, 
anti-diabetes,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yellow garlic, by simplify processing time and manufacturing process 
compared with black garlic. Extracts were prepared various ratios of water and ethanol solvent [water : ethanol (v/v)= 
100:0, 70:30, 50:50, 30:70, 0:100] from yellow garlic. Alliin content of yellow garlic showed no difference compared 
with fresh garlic, whereas S-allyl cysteine content of yellow garlic was higher than that of fresh garlic. Alliin content 
of yellow garlic extracts increased in an ethanol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100% ethanol extract.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70% ethanol extracts, whereas 100% ethanol extract showed the highest contents of 93.45% and 91.46%, 
respectively. Tyrosinase and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were also highest in 100% ethanol extract, bu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tract solvents.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yellow garlic showed 
anti-inflammatory effects by modulating production of NO and cytokines at a concentration of 100 µg/mL. We suggest 
that yellow garlic has antioxidant, whitening, anti-diabetes,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can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similar to black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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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합과(Lilliaceae) 파 속(Allium)에 속하는 인경작물인 

마늘(Allium sativum L.)은 오랜 재배 역사와 더불어 식용 

및 의약품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1), 항균, 항암, 혈

행 개선 및 류머티즘 예방 등 여러 생리활성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2). 마늘의 다양한 생리활

성을 발현하는 주요 지표인자는 함황 아미노산의 일종인 

alliin으로(3) alliinase에 의해 분해된 후 마늘 특유의 자극

성 신미 성분인 allicin(diallyl thiosulfinate)을 생성하며, 

allicin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thiosulfinate 화합물은 마늘의 

기능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다량의 유기 황 화합물은 마늘의 생리활성 발현에 관여하

지만 동시에 강한 향과 매운맛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이기도 

하다(6). 생마늘을 섭취할 경우 그 특유의 냄새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과량 섭취 시에는 위벽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생

기기도 하며(6), 수확 후 저장 시에는 호흡작용에 의하여 발

아와 중량 감소 등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1). 이러한 이유로 마늘이 가지는 주요 생리

활성은 유지시키면서 강한 향미와 같은 단점은 보완하고 저

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공 방안이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산물로 열처리 및 고온숙성 방법을 활

용한 흑마늘과 홍마늘이 있다. 이들 마늘 가공품은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늘에 함유되어 있

는 아미노산과 당류의 갈변반응을 통해 가공되는데, 숙성 

정도와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색의 가공 마늘을 얻을 

수 있다(6). 가공 정도에 따라 색뿐만 아니라 물성, 풍미, 

생리활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가공시간과 생산비 등의 경

제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생마늘, 흑마늘 및 홍마늘의 

항산화 활성은 흑마늘, 홍마늘, 생마늘의 순으로 높으며(7), 

홍마늘 물 추출물은 생마늘이나 흑마늘 물 추출물에 비해 

항염증 활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8). 

이처럼 마늘은 숙성 공정만으로도 특성이 상이한 가공품

으로 변형이 가능한데 고온 숙성 과정은 장기간의 제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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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PDA conditions for sulfur compound analysis 
of yellow garlic

     Items HPLC-PDA
Column
Column temp.
Mobile phase
Flow rate
Detector (ESI mass)
Injection volume

C18, 300×4.6 mm, 5.0 μm
35°C

Water, acetonitrile
0.7 mL/min

SRM 
1.0 μL

Table 2. Mass spectrometer conditions for alliin and SAC analy-
sis of yellow garlic

      Items Mass spectrometer
Spray voltage
Vaporizer temp.
Capillary temp.
Ionization mode
SRM

Collision energy

3,000 V
350°C
380°C

ESI POSITIVE
Alliin: 177.9＜88.1
SAC: 161.8＜73.2

20 V

과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마

늘 가공품 시장의 확대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는 흑마늘에 

비해 가공 공정이 짧고 생마늘과 흑마늘의 중간 활성을 가지

며, 항염증 활성(9) 및 항비만 활성(10)이 우수한 홍마늘을 

개발(11)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 공정이 홍마늘보다 

더 단순화되고 색이 황색에 가까워 황마늘이라 명명한 가공 

마늘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한 후 유효 성분을 분석하

고 항산화, 항당뇨, 미백 및 항염증 활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황마늘의 전반적인 생리활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황마늘 제조는 깐마늘(Saenamhae Nonghyup, Namhae, 

Korea)을 구입하여 세척하고 30분간 자연건조 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스테인리스 용기에 일정량을 담아 뚜껑을 덮고 

80°C 항온항습기(JSTH-500CPL, JSR, Gongju, Korea)에

서 12시간 숙성한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자연건조를 실시하

다. 이후 뚜껑이 없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시료를 넣고 

70°C의 항온항습기에서 6시간 숙성한 다음 상온에서 건조

하여 완성한 황마늘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 다. 

황마늘 추출물 제조는 마쇄한 시료 각 300 g에 900 mL의 

물과 주정용 에탄올의 비율을 100:0, 70:30, 50:50, 30:70, 

0:100(v/v)으로 조정하여 가하고, 50°C로 조절된 진탕배양

기(JSSI-300, JSR)에서 24시간씩 2회 반복하여 추출하

다. 각각의 추출여액을 모두 합하여 물 추출물은 동결건조 

하 으며, 그 밖의 추출물들은 회전증발농축기(N-1200 

AVW, EYELA, Tokyo, Japan)로 완전 건고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물의 수율은 추출 전 시료에 대한 추출물의 

완전 건고 후 중량 백분율로 계산하 다. 

조직감 측정

황마늘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 Plus, Sta-

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황마늘을 2×2×1 cm의 크기로 절단하고 ø 4 cm core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기기 조건으로 test speed는 5.0 

mm/s, post-test speed 5.0 mm/s, pre-test speed 1.0 

mm/s, time 5.0 mm/s, distent 2.0 mm, trigger force 50.0 

g으로 TPA(texture profile analysis) 테스트를 통하여 각 

시료의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cohesive-

ness, gumminess를 측정하 다.

색도 측정

황마늘을 반으로 절단하여 안쪽과 바깥쪽의 표면색을 색

차계(Ultra Scan VIS, Hunter Associates Laboratory Inc., 

Reston, VA, USA)로 측정하 다. 이때 표준 백판의 L 

(br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 표시 값은 각

각 99.43, -0.1, 0.06이었다. 각 시료는 5점 이상을 측정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Alliin 및 S-allyl cysteine(SAC) 함량 분석

황마늘 및 각 용매별 추출물의 alliin 및 SAC 함량 분석은 

시료 각 0.5 g에 20 mL의 25% 에탄올을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초음파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3,000×g, 10 

min)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여과하고 HPLC-PDA-MS/MS 

(TSQ Quantum LC-MS/MS, Thermo Scientific, Wal-

tham, MA, USA)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 으며 기기 조건

은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추출물 중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Gutfinger(12)의 방법을 변형하여 test 

tube에 1 mg/mL의 농도로 추출물을 증류수에 용해한 시료

액 1 mL와 Foline-Ciocalteau 시약 1 mL를 넣고 3분 후 

10% Na2CO3 용액 1 mL를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1시

간 정치한 다음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표준물

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

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 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13)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 다. 즉 추출물을 1 mg/mL의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

한 시료액 1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한 후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Quercetin(Sigma-Aldrich 

Co.)을 표준물질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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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ure of yellow garlic                     (g)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1,160.08±

33.511)
0.93±
0.06

568.21±
38.29

618.57±
12.21

0.55±
0.03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5.

이드 함량을 계산하 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 활

성은 DPPH에 대한 전자공여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즉 10 

mg/mL의 농도로 추출물을 용해한 시료액과 DPPH 용액(5 

mg/100 mL methanol)을 동량으로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14).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ate)] 라디칼 소거 활성은 7 mM의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킨 다음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

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조정한 ABTS 용액을 사용하 으

며, ABTS 용액에 동량의 시료액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

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15).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첨가구의 흡광도비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Tyrosinase 및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황마늘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Hwang 등(16)

의 방법에 따라 0.2 M phosphate 완충용액(pH 6.5) 100 

μL에 2 mM L-tyrosine 용액 50 μL, 10 mg/mL 농도의 

시료액 20 μL 및 tyrosinase(220 unit/mL, Sigma-Aldrich 

Co.) 10 μL를 차례로 혼합한 다음 37°C에서 30분간 반응시

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첨가구의 흡광도비로 환산하 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Ryu 등(17)의 방법을 변형

하여 시료액 10 μL를 0.7 unit/mL 농도의 α-glucosidase 

효소액 50 μL와 혼합하여 405 nm에서 반응 전의 흡광도를 

측정하 다. 그 후 5분간 실온에 방치하고 기질액 5 mM 

pNPG(p-nitrophenyl-α-glucopyranoside) 50 μL를 가하

여 37°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다시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변화로부터 효소 저해 활성을 계산하

다.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항염증 활성

세포 배양: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는 한국세포주은

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다. RAW 264.7 대식세포는 10% fetal bovin 

serum(FBS, Gibco, Rockville, MD, USA) 및 1% pen-

icillin(250 units/mL)을 포함하는 DMEM(Gibco) 배지를 

이용하여 37°C,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세포독성 측정: 세포독성은 CCK-8 assay(Cell Counting 

Kit-8,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Gaithers-

burg, MD, USA)를 이용한 발색 분석법을 사용하 다. 96 

well plate에 RAW 274.7 세포를 5×104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각 시

료 추출물을 농도별(50~500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 다. 그 후 CCK-8 용액을 10 μL씩 가한 

다음 37°C에서 3시간 배양하고, ELISA reader(Epoch,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Nitric oxide(NO) 함량 측정: RAW 264.7 대식세포를 

1×106 cells/well의 농도로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

시간 배양한 후에 각 추출물을 50 μg/mL와 100 μg/mL로 

처리한 다음, LPS(lipopolysaccharide, 1 μg/mL)를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 다. 이후 세포 배양액을 회수하고 Gri-

ess reagent system kit(Promega,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Cytokine 함량 측정: Cytokine인 TNF-α와 IL-1β, IL- 

6 함량 측정은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6 

cell/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각 추출물

(50, 100 μg/mL)을 처리한 다음 LPS(1 μg/mL)를 처리하

다. 이를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 세포의 상층액을 모아서 각각

의 ELISA kit(Invitrogen Corporation, Camarillo,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통계 처리

측정값은 각 분석항목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 으며,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BM Cor-

poration, Endicott, NY, USA)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및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검정하 다.

결과 및 고찰

조직감 및 색도 

황마늘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Hard-

ness는 1,160.08 g, springiness 0.93 g, chewiness 568.21 

g, gumminess 618.57 g, cohesiveness는 0.55 g이었다. 

생마늘, 흑마늘 및 홍마늘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생마늘의 

hardness는 752.73으로 가장 높았고 흑마늘은 109.43으로 

가장 낮은 반면, Kang 등(18)은 홍마늘의 경우 711.60이라

고 보고하 으며, Shin 등(19)은 마늘 숙성 시 열에 의해 

마늘의 육질부가 물러지고 마늘의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수분이 감소되어 경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보고를 미루어볼 때 황마늘의 높은 경도는 여타 숙성

마늘에 비해 가공 열처리 온도가 낮고, 저장 중 수분 함량이 

감소됨에 따라 표면의 건조로 인해 젤리형의 물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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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lor value of yellow garlic
Hunter's color value1) Inner part Outer part

L
a
b

 45.37±2.282)

 1.60±0.60
18.07±2.15

42.15±1.11
 2.71±0.40
18.10±3.07

1)L, br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5. 

Table 5. Alliin and S-allyl cysteine (SAC) content of yellow 
garlic and fresh garlic                             (mg/g)

Sample Alliin SAC
Yellow garlic
Fresh garlic

 15.1±0.781)

15.3±0.52
 2.60±0.19**

0.05±0.00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P<0.01, versus fresh garlic.

Table 6. Alliin and S-allyl cysteine (SAC) content of solvent
extracts from yellow garlic                        (mg/g)

Extraction solvent 
(EtOH ratio, %) Alliin SAC

0
30
50
70

100

 1.8±0.12a1)2)

 2.8±0.13b

 2.7±0.19b

 3.5±0.27c

 6.3±0.51d

0.43±0.02b

0.37±0.03a

0.42±0.03b

0.57±0.03c

1.70±0.01d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황마늘의 중심단면을 기준으로 절단한 뒤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표면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Table 4) 명도(L)는 내

부 및 외부의 값이 각각 45.37 및 42.15로 나타났고, 적색도

(a)는 각각 1.60 및 2.71로 마늘 외부와 내부의 명도는 차이

가 없었고 적색도는 차이가 있었다. 황색도(b) 또한 내부와 

외부가 각각 18.07 및 18.10으로 유사하 다. 흑마늘 가공 

공정에 따른 마늘의 외부 및 내부의 색도를 분석한 결과 외

부색의 L, a, b 값은 각각 21.80~27.47, 3.30~8.10, 2.30~ 

7.97이었으며, 내부색은 24.55~30.59, 5.93~8.60, 5.93~ 

11.47로 외부색에 비하여 내부색의 a값과 b값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20). 또한 흑마늘보다 숙성 및 

열처리 기간이 짧은 홍마늘 외부색의 L값과 b값은 각각 

41.58 및 16.90으로 내부색에 비해 더 낮고, b값은 20.87로 

외부색보다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18). 이들 보고와 본 연구

의 황마늘과의 색을 비교해 보면 L값은 홍마늘과 유사하며 

b값은 홍마늘 내 외부 색의 중간 범위 는데, 이는 홍마늘이

나 흑마늘보다 숙성도가 더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출물의 수율

0, 30, 50, 70 및 100%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하여 황마늘 

추출물을 제조하고 수율을 측정한 결과(data not shown), 

30%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물 추출물(0%)의 수율은 37.5% 다. 50% 에탄올 추출

물의 수율은 27.4%, 70%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22.8%

으며, 100% 에탄올 추출물은 0.8% 미만으로 수율이 가장 

낮았다.

Alliin 및 SAC 함량

황마늘의 alliin 함량은 15.1 mg/g으로 생마늘과 유의차

가 없었으나 SAC 함량은 2.6 mg/g으로 생마늘(0.05 mg/g)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Table 5). Lee 등(21)은 단양, 의성 

및 태안 등 산지별 마늘의 alliin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단양 

마늘에서 9.2 mg/g으로 가장 높았고 의성 마늘이 8.5 mg/g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황마

늘과 생마늘의 경우 이들 보고의 alliin 함량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마늘의 재배환경 및 마늘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늘의 열처리 및 장기간 숙성 중 생성되는 SAC는 숙성

온도 및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ang 등(18)은 홍마늘의 숙성 단계별 SAC 

함량을 측정한 결과 13.96~18.05 mg/100 g으로 생마늘과 

흑마늘의 중간 범위인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황마늘의 경우 alliin과 SAC 함량을 기준으로 숙성 정도는 

생마늘과 홍마늘의 중간단계이면서 생마늘보다 SAC 함량

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에탄올 혼합비율을 달리한 황마늘 에탄올 추출물의 alliin 

및 SAC 함량을 측정한 결과(Table 6) 추출용매 중 에탄올

의 비율이 높을수록 alliin 함량이 높아 100% 에탄올 추출물

에서는 6.3 mg/g, 70% 에탄올 추출물은 3.5 mg/g으로 정량

되었다. 반면 물 추출물은 1.8 mg/g으로 함량이 가장 낮았

는데 이는 100% 에탄올 추출물 중 alliin 함량의 약 29%에 

불과하 다. SAC 함량 역시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1.7 

mg/g으로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할수

록 그 함량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alliin 함량과는 달

리 SAC 함량은 물 추출물 중에서 0.43 mg/g으로 30% 에탄

올 추출물에 비해서는 더 높고 50% 에탄올 추출물과는 유사

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Lee 등(22)은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추출조건을 달

리한 마늘의 alliin 함량을 측정한 결과 추출온도가 60°C, 

추출시간이 3시간, 에탄올의 농도가 60%일 때 50.79 mg/ 

100 g으로 가장 높게 정량되어 마늘의 alliin 함량은 추출시

간, 추출온도 및 에탄올의 농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보고하 다. 마늘의 다양한 생리활성은 마늘 중에 존재하

는 여러 함황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미생물 생육억제 작용뿐만 아니라 암세포 생육억제 작용에

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3-25). 따라서 황마늘

이 생체 내로 유입 시 생마늘보다 생리활성 기능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물과 에탄올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황마늘 추출

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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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olvent extracts
from yellow garlic                            (mg/100 g)

Extraction solvent 
(EtOH ratio, %) Total phenol Flavonoid

0
30
50
70

100

 150.93±0.97a1)2)

 167.18±1.38a

 190.98±1.02b

 204.80±1.02b

 452.40±26.47c

 1.11±0.00a

 1.39±0.00a

 6.94±0.00b

 9.72±0.00c

39.35±1.60d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8. Antioxidant activities of solvent extracts from yellow
garlic 

Extraction solvent 
(EtOH ratio, %)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DPPH ABTS

0
30
50
70

100

28.76±0.70c1)-3)

22.39±0.58a

25.71±0.29b

22.97±0.36a

93.45±1.37d

36.89±0.70c

28.36±1.01b

27.42±0.19a

35.82±0.83c

91.46±1.03d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 10 mg/mL.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9. Tyrosinase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ies of 
solvent extracts from yellow garlic 

Extraction solvent 
(EtOH ratio, %)

Inhibition activities (%)
Tyrosinase α-Glucosidase

0
30
50
70

100

15.76±1.30a1)-3)

19.35±0.84b

28.88±0.29c

27.87±0.64c

36.52±1.36d

26.46±0.53b

28.73±0.19b

19.29±0.41a

11.64±1.00a

48.55±1.02b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 10 mg/mL.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7과 같다. 추출용매 중 에탄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모두 증가하는 경향으로 물 추출물

의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50.93 mg/100 

g과 1.11 mg/100 g이었으나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이보다 각각 3배와 35배가량 높은 452.40 mg/100 g과 

39.35 mg/100 g이었다. 

페놀계 화합물들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가리키는데 식

물체에 있어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의 

기질로 작용하며, 페놀계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와 탄닌은 

항산화, 항암, 고혈압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6).

마늘을 열처리하여 숙성 및 가공한 홍마늘과 흑마늘 추출

물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27.15 mg/g 

및 31.36 mg/g으로 생마늘에 비해 그 함량이 더 높은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11). 이와 같이 숙성 및 가공 처리된 마늘

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마늘을 열처리 및 

숙성할 경우 마늘 내 화합물들은 폴리페놀 화합물로 전환되

거나 유리되어 폴리페놀의 추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9). Shin 등(27)은 흑마늘의 물과 에탄올 추

출물 중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88 mg/g 및 99 mg/g으

로 물 추출물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이라고 

보고하 고, 흑마늘을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로 용매 분획한 시료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3.57~47.30 mg/g의 범위로 추출용매에 따라 총 페놀 화합

물 함량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28)도 있다. 상기 보고들과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마늘 가공품 중 총 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화합물은 마늘의 숙성 정도와 추출용매 등의 조건에 

따라 그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마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황마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수준을 알기 위하여 항산화 

활성 측정에 많이 이용되는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10 

mg/mL의 농도로 시료를 처리한 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을 측정한 결과 100% 에탄올 추출물은 90% 이상의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0, 30, 50 및 70% 에탄올 추출물

들은 모두 30% 미만으로 활성이 낮았다. ABTS 라디칼 소

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DPPH 소거 활성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100% 에탄올 추출물은 90% 이상

의 높은 활성을 보 으나 나머지 추출물들은 27~37%로 그 

활성이 낮았다.

Shin 등(19)은 온도를 달리하여 숙성한 마늘의 물 및 에탄

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숙성온

도가 높을수록 그 활성이 우수하 으며 물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이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Shin 등(29)은  

생마늘, 홍마늘 및 흑마늘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을 측정한 결과 총 페놀 함량이 높았던 시료에서 라디칼 소

거 활성도 높았다고 보고하 으며, 본 실험에서도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았던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도 높았는데 

이는 상기의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로 플라보노이드류

를 포함하는 페놀계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황마늘 추출물의 tyrosinase 및 α-glucosidase 저해 활성

황마늘 추출물의 미백 효과와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고자 

tyrosinase 저해 활성과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각각 

측정한 후 그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황마늘 추출물

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15~37%의 범위 는데, 추출용

매의 에탄올 비율이 높아질수록 tyrosinase 저해 활성이 높

아지는 경향이었다. 즉 물 추출물은 15.76%의 활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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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00% 에탄올 추출물은 약 2.3배 높은 36.52%의 ty-

rosinase 저해 활성을 보 다. 

Tyrosinase에 의해 생성되는 멜라닌은 자외선증 피부자

극에 대해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멜라닌의 합성

은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을 유발하므로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능력은 피부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30). 투석막으로 분리한 홍마늘과 흑마늘 추출물을 

250~2,0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 을 때 각각 22.62~ 

34.30% 및 18.06~30.09%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타

낸다고 보고(29)되어 있으며, 흑마늘을 화장품으로 제조하

여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31)도 있다. 황마늘 추출

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홍마늘 및 흑마늘 추출물과 

비교할 때 활성은 유사한 범위 고, 특히 100% 에탄올 추출

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 높은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보임으로써 피부의 미백 효과를 가지는 화장품 개발에 가공

비가 높은 흑마늘을 대체할 소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α-Glucosidase는 소장의 brush-border membrane에 

존재하여 α-amylase에 의해 분해된 당질 중 엿당을 최종적

으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32), α-glu-

cosidase 활성을 저해시킬 경우 당질의 가수분해와 흡수과

정을 지연시켜 식후 혈당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33). 또한 

포도당의 자가산화 및 단백질의 당화 등에 의해 자유라디칼

을 생성하거나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조직의 산화적 손상이 

유발되는데, 이때 시료의 항산화 활성과 α-glucosidase 저

해 활성이 동시에 높을 때 당뇨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34). 

황마늘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물 추출물

이 26.46%의 효소 활성을 보 고, 100% 에탄올 추출물은 

이보다 월등히 높은 48.55%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50% 및 70% 에탄올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20% 미만으로 물 추출물보다 그 활성이 더 낮았다. 

마늘은 그 속에 존재하는 diallyl trisulfide와 같은 유기 

황 화합물의 향으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는데(35), 본 실험의 황마늘 추출물 역시 

함황 화합물의 함량이 가장 많았던 100% 에탄올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모든 시료군 중에서 가장 높았

다. 그러나 0~70% 에탄올 추출물들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함황 화합물의 함량과 비례하지 않았는데, Lee 등

(11)도 함황 화합물의 함량과 홍마늘 열수 추출물의 α-glu-

cosidase 저해 활성은 정의 상관성이 없어 함황 화합물 외

에 다른 물질도 α-glucosidase 저해 활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 고, Liu 등(36)도 garlic oil의 항당뇨 활성

에 diallyl disulfide 이외의 다른 물질이 관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황마늘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주로 함황 화

합물의 향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마늘 내 여러 성분이 복합

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마늘 추출물의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및 NO 생성량 

RAW 264.7 세포에 대한 황마늘 추출물의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황마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24시

간 뒤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물 

추출물을 제외한 비율별 에탄올 추출물을 200 및 500 µg/ 

mL의 농도로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한편 50 µg/mL의 농도 처리 시에는 100% 에탄올 추출

물을 제외하고는 세포에 대하여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100%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도 생존율은 93% 다. 또한 

100 µg/mL 처리 시에도 70% 에탄올 추출물을 제외한 여타 

추출물 처리군의 세포생존율은 90% 이상이었다. 물 추출물

을 제외한 황마늘 에탄올 추출물들은 200 µg/mL 이상의 

고농도로 처리 시에는 높은 수준의 세포독성을 나타내므로 

RAW 264.7 세포에 대한 황마늘 추출물의 생리활성 연구를 

위한 적정 농도 범위는 100 µg/mL 이하로 설정하 다.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는 macrophage로 알려

져 있는데 이는 여러 자극이나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

토카인 등에 의해 활성화된 후 NO, proinflammatory cyto-

kine 및 prostaglandin E2(PGE2)를 생성하여 통증, 열, 부종 

등의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 부위로 면역세포의 이동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 중 NO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로 NO synthase(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

성되며 NOS는 constitutive NOS와 inducible NOS(iNOS)

로 나누어지는데, iNOS의 경우에는 외부자극이나 proin-

flammatory cytokine 등에 의해 자극받게 되면 hepato-

cytes, smooth muscle cells, bone marrow cells, mono-

cytes, macrophages 등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되어 다량의 

NO를 생산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8). 

황마늘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LPS 처리 시 NO의 생성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여 10.87 µM이었다. 하지만 황마늘 

추출물을 전처리한 후 LPS를 처리한 경우에는 모든 실험군

이 LPS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여 NO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시료의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NO 생성량은 더 적

었다. 물 추출물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이 NO의 생성을 억제

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는데 50% 에탄올 추출물은 50 µg/ 

mL 처리 시 NO 생성량이 5.82 µM이었고, 100 µg/mL를 

처리할 때는 2.09 µM로 NO 생성억제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Kim 등(39)은 유황 화합물이 생체 내 대사 과정에서 산

화, 환원 반응에 깊이 관여하여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저지하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

는 대표적인 작물인 마늘과 양파의 추출물을 대사증후군을 

가진 동물모델에 투여하 을 때 산화 스트레스 및 내피세포 

염증 인자의 발현은 감소하고 eNOS 활성을 증가하여 항산

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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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yellow garlic extracts on cytotoxicity in RAW
264.7 cells.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P<0.05, **P<
0.01, ***P<0.001, versu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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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yellow garlic extracts on nitric oxide (NO) pro-
duction in macrophages. RAW 264.7 were incubated with me-
dium alone or with LPS (1 µg/mL) or with yellow garlic extract
plus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After cells were in-
cubated for 20 h, to quantify the level of NO in the medium, 
cultured medium was analyzed. Each value represents mean±
SD, n=3. †††P<0.001, versus control group. ***P<0.001, versus 
LPS alone-treated group. 

(40,41). 황마늘 추출물도 황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 화

합물의 활성으로 인해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O 생성

을 감소시킴으로써 염증유발을 감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물 추출물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이 염증유발의 

감소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황마늘 추출물의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cytokine 

생성량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NO 및 PGE2와 

같은 염증 매개물 이외에 면역 반응에서 필연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동반되는데,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

로는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6 

(IL-6)와 interleukin-1β(IL-1β) 등이 있다(42). 이들은 활

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주요 사이토카인으로, 특

히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 반응과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과 진

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44). 

Fig. 3은 황마늘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에 대하여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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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yellow garlic extracts on cytokine production 
(TNF-α, IL-6, and IL-1β) in macrophages. RAW 264.7 were in-
cubated with medium alone or with LPS (1 µg/mL) or with yel-
low garlic extract plus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After
cells were incubated for 20 h, to quantify the level of cytokine 
in the medium, cultured medium was analyzed. Each value repre-
sents mean±SD, n=3. †††P<0.001, versus control group. ***P<0.001, 
versus LPS alone-treated group. 

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TNF- 

α, IL-6 및 IL-1β를 측정한 결과이다. TNF-α는 LPS 단독 

처리군에서는 209.87±14.09 pg/mL 지만 황마늘 추출물

을 처리함으로써 유의적으로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추출물 투여군에서 50 µg/mL 처리 

시보다는 100 µg/mL를 처리하 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 50 

µg/mL 처리 시에는 추출용매에 따른 TNF-α의 생성량에 

유의차가 크지 않았으나, 100 µg/mL 처리 시에는 추출용매 

중의 에탄올 비율이 증가할수록 TNF-α의 생성량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특히 100% 에탄올 추출물은 100 µg/mL 

처리 시 LPS 단독 처치군보다 TNF-α의 생성량이 약 68.28 

% 감소한 66.58±6.38 pg/mL 다.

IL-6의 생성량도 TNF-α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는데 

LPS 처리 시 생성량은 394.64±10.39 pg/mL로 크게 상승

하 다. 또한 황마늘 추출물 100 µg/mL 처리군의 경우에는 

50, 70 그리고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IL-6의 생성량이 

각각 94.23, 85.16 및 86.57 pg/mL로 LPS 단독 처리군의 

약 21.58~23.88% 수준이었다.

대조군의 IL-1β 생성량은 8.75±2.67 pg/mL 으나 LPS 

단독 처리군의 IL-1β 생성량은 75.80±1.80 pg/mL로 대조

군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 다. 황마늘 추출물을 50 µg/ 

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IL-1β 생성량은 TNF-α나 IL-6

의 생성량과 다소 차이를 보 는데, 30 및 100%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에는 LPS 단독 처리군보다 IL-1β의 생성량이 

더 높게 정량되었다. 100 µg/mL 처리 시에는 모든 추출물이 

LPS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여 IL-1β의 생성량이 유의적으

로 적었으며, 물 추출물보다는 100% 에탄올 추출물 처리 

시 더 생성억제 활성이 높았다. 

IL-1β는 TNF-α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 염증성 사이토카

인이나 IL-1β의 수용체는 TNF-α의 수용체와 명확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45). 또한 IL-1β는 생체에서 매우 낮은 

농도로 작용하는데 낮은 농도에서는 세포 성장이나 체내 항

상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염증 반응이나 상처 또는 면역학적 

자극을 주었을 때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인체 질환을 악화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마늘의 주요 성분인 SAC는 세포 내 glutathione의 고갈 

방지와 peroxide 제거에 의해 산화된 LDL로부터 동맥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TNF-α와 hydrogen peroxide에 의해 활

성화된 NF-κB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46), 

본 실험 결과에서 황마늘 추출물은 RAW 264.7 대식세포에

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인자인 NO 및 cytokine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함으로써 향후 염증성 질환을 예방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되며, 항염증 반응에 대한 황마늘 추출물의 작용기전에 

관해서는 향후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한 마늘 가공품인 황마늘의 품질

특성과 물, 30, 50, 70 및 10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미백, 항당뇨 및 항염증 활성을 검증하 다. 황마늘은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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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 비해 alliin 함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S-allyl cysteine 

(SAC)의 함량이 월등히 높아 2.6 mg/g이었다. 용매별 추출

물을 제조하 을 때 alliin과 SAC 함량은 추출용매 중의 에

탄올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증가하 다. 총 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화합물의 함량도 동일한 경향으로 100% 에탄올 추

출물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는데, 10 mg/mL로 농도를 동일하게 하여 추출물 간의 

활성을 비교할 때 0~7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시료 간의 

유의차가 없었으나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각각 93.45 

%와 91.46%로 가장 높았다. 미백 및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

고자 tyrosinase 저해 활성과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비교한 결과 추출용매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며, 

100%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각각 36.52%와 48.55%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RAW 264.7 대식세포를 대상으로 항염

증 효과를 확인한 결과 황마늘 추출물은 100 µg/mL 처리 

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인자인 NO 및 cytokine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 다. 황마늘 추출물은 항산화, 미

백, 항당뇨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 추출물보다

는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흑마늘 못지않은 건강기능성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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