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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마늘, 홍삼  이들 혼합물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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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extracts were extracted on water bath for 3 hrs at 90
o
C after 5 times water was added to hot-air 

dried garlic (DG) and red ginseng (RG), respectively. Its extracts were dried on rotary evaporator, and then 
the mixture samples were prepared from RG extracts added to DG extracts at 5, 10, and 15%. To test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DPPH, nitrite scavenging, tyrosinase, α-glucosidase, human gastric (AGS), and human colon 
cancer cell (HT-29) growth, dryness of DG, RG, and mixture samples were diluted 500～10,000 μg/mL adding 
deionized water, respectively. DPPH scavenging activities of mixture sample were slightly higher than DG and 
RG sample alon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was the highest in DG, and the other samples were below 45%. 
Inhibition activity of tyrosinase was below 35.0% in tested all samples. Inhibition activity of α-glucosidase was 
lower in DG or RG alone, while its activity of mixture sample w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concentration 
of RG extracts. Inhibition of AGS cell growth was more effective in mixture samples than DG and RG alone, 
while inhibition of HT-29 cell growth was more effective in DG or RG alone than mixtu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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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수 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양의 과

잉 섭취, 운동부족, 환경오염  과다한 스트 스는 개인의 

건강을 하는 주요 인자로 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암, 동맥경화, 고지 증, 고 압, 당뇨, 간질환 등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하시킴

과 동시에 사회  의료비용의 증 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 

질병은 잠복기간이 길고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방

이 더 요시 되는데 질병의 개선  건강유지는 매일 섭취

하는 식품의 선택이 매우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1). 식재

와 약재는 양성분 외에도 인체 내 여러 기능을 조 하는 

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량으로도 생리활성을 발

하기 때문에 기능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2), 과거로부터 

식용하여 온 경험을 통하여 무독성이 인정되어 건강기능식

품 소재로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식품이 가지는 기능성도 

다양하지만 인체에서 요구하는 건강 기능성은 더 다양하여 

이를 유지·증진시키기 한 식품의 기능성 규명에 한 연구

도 차 그 범 가 확 되고 있다.

마늘은 과거로부터 그 기능성이 인정되어 인류가 즐겨 섭

취하여 온 식품으로 최  올림픽에서는 운동선수들을 한 

자극제로 섭취된 바 있고, 인도에서는 수세기 동안 해 곤

충 방지용 로션으로 이용되었고, 국에서는 열병, 두통, 콜

라  이질의 방지를 하여 마늘 차를 음용하여 왔으며 

재도 다양한 질병의 민간약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3). 마

늘이 가지는 여러 생리활성을 발 하는 주요물질은 alliin, 

γ-glutamylcysteine과 같은 S-alk(en)yl-L-cysteine sulf-

oxide류, allicin, diallyl sulfide, diallyl disulfide와 같은 지용

성 황화합물(4)로, allicin과 유기 셀 늄 화합물은 콜 스테

롤 하  항암작용을 가지며 유기황화합물이 가지는 생리

활성의 상승제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

마늘 의 황화합물은 주요 생리활성 발 에 여함과 동

시에 강한 향과 매운 맛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이기도 하므로 

식용하는데 거부감을  수 있어 생마늘이 지니는 심 계

질환, 암, 당뇨와 같은 질병에 한 효능을 유지하면서 향과 

맛을 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가공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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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00oC에서 20분 정도의 가열에서는 마늘의 생리활성물

질들이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마늘의 가공 편의를 높이고, 생리활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부재료가 첨가된 가공품 개발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즉, 열풍 건조를 통하여 단순 가

공한 마늘 추출물에 자양강장, 면역증진, 원기회복  갈변

물질에 의한 항산화활성, 면역기능증진 등의 효능이 있음이 

알려져 있는 홍삼(7) 추출물을 정 비율로 혼합한 조성물의 

항산화활성, tyrosinase와 glucosidase 해활성  항암활

성을 실험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된 열풍건조 마늘  홍삼은 새남해농 (남

해군)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 다. 열풍건조 마늘

은 깐 마늘을 80oC에서 30시간 열풍 건조한 것을 시료로 하

으며, 홍삼은 세척한 수삼을 증삼기에서 65
oC에서 1시간 

증삼한 후 85
oC에서 3시간 2차 증삼한 다음 65oC 건조기에

서 최소 8시간 건조시켜 제조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때 열

풍건조 마늘과 홍삼의 건조 수율은 각각 45%와 18% 다. 

시료는 모두 블랜드(Magic gold 520, Daesung,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20oC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열수추출물 제조  수율 측정

열수추출물은 마쇄한 시료 100 g에 5배의 증류수를 가하

여 90
oC 수욕 상에서 3시간 동안 환류냉각하면서 2회 반복 

추출하 다. 추출물은 여과 후 회 식진공건조기를 이용하

여 완 건조 시켰으며, 건조물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20oC 

동결고에 보 해 두고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수율은 추출 

후 시료에 한 추출물의 완 건조 후 무게백분율로 계산

하 다.

마늘 열수추출물에 홍삼 추출물을 무게비로 각각 5%, 

10%  15% 첨가한 혼합물을 시료로 하여 탈이온수를 가해 

500, 1,000, 2,500, 5,000  10,000 μg/mL로 농도 조정한 다음 

생리활성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 다.

각 항목별 실험 결과의 비교를 한 positive control로 

비타민 C(Sigma Co., St. Louis, MO, USA)를 시료와 동일한 

농도로 탈이온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DPPH에 한 자공여능의 측정

자공여 작용은 Blois(8)의 방법을 변형하여 1,1-di-

phenyl-2-picrylhydrazyl(DPPH)에 한 자공여 효과로 

그 활성을 측정하 다. 즉 일정농도의 시료 추출물에 DPPH 

용액을 가하여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시료첨가

구와 무첨가구의 흡 도 비로 나타내었다.

Nitrite 소거능 측정

Nitrite 소거능은 Kato 등(9)과 Kim 등(10)의 방법에 따라 

1 mM NaNO2 용액 1 mL에 농도별 시료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과 0.2 M 구연산 완충액(pH 2.5)을 가하여 총 부피

를 10 mL로 하 다. 이 용액을 37
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산용액 3 mL와 30% 

산용액에 용해한 Griess 시약(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1:1) 0.4 mL를 차례로 가한 후 진탕 혼합하

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조구는 Griess 시약 신 증류수를 가하여 측정하

으며, nitrite 소거능은 100－[(시료 첨가구의 흡 도/무첨

가구의 흡 도)×100]으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활성 해능 측정

Tyrosinase 활성 해능 측정은 tyrosinase의 작용 결과 

생성되는 DOPA chrome을 비색법에 의해 측정하는 Yagi 

등(11)과 Jeon 등(1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즉, pH 6.5

의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2.3 mL에 2 mM 

L-tyrosine 용액 0.4 mL, 시료액 0.2 mL  tyrosinase(220 

unit/mL, Sigma Co.) 0.1 mL를 차례로 가한 다음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흡 도(SOD)를 측정하 다. 

효소액 신에 증류수를 넣고 측정한 흡 도(BOD)  시료

액 신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측정한 흡 도(COD)를 이용하

여 다음의 식에 따라 tyrosinase 해능을 측정하 다.

Inhibition effect (%)＝ ( 1－
SOD－BOD )×100COD

Glucosidase 해능 측정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측정은 Choe 등(13)의 방법을 

참고하여 in vitro에서 기질과의 반응역학분석 방법으로 억

제율을 측정하 다. 즉, 반응기질인 2.5 mM ρ-nitrophenyl 

α-D-glucopyranoside를 0.1 M potassium phosphate buf-

fer(pH 6.8)에 첨가한 후 α-glucosidase와 시료 추출물을 넣

고 그 혼합액에 효소용액을 첨가한 후 37
oC에서 20분간 반응

시키고 0.1 M NaOH 10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기질인 ρ-nitrophenyl α-D-glucopyranoside로부터 유리되

어 나오는 반응 생성물인 ρ-nitrophenol을 405 nm에서 측정

하여 α-glucosidase 활성의 억제정도를 측정하 다.

MTT assay

인체 암 세포주인 AGS와 인체 결장암 세포인 HT-29

은 한국 세포주 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았으며, 각각의 암세포

는 5000 unit/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10%의 FBS

가 함유된 RPMI 1640을 사용하여 37
oC, 5% CO2 incubator

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세포는 48시간 간격으로 계  배양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배양된 각각의 암세포는 PBS로 세척한 후 0.05% tryp-

sin-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한 다음 세포를 모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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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ot water extracts from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0 1,000 2,500 5,000 10,000

A
B
C
D
E

Vit. C

10.00±1.29aA
14.51±0.67aB
38.24±1.58aC
38.41±1.65aC
39.73±0.42aC
54.59±0.23aD

13.28±0.12bA
14.90±0.34aB
49.87±1.41bC
49.73±0.60bC
50.13±0.22bC
55.06±0.46abD

14.60±1.86bA
15.29±0.58bAB
50.07±1.66bB
50.88±0.00bB
50.94±0.46bcB
56.24±0.13bC

29.18±1.27cA
26.79±0.62cA
51.08±0.68bcB
51.28±0.48bB
51.67±0.30cB
70.60±1.11cC

45.76±2.56dA
43.14±1.07dB
53.24±0.72cB
54.67±0.30cB
55.14±1.58dB
97.81±1.44dC

F-value 1318.007 1237.448 1118.402 1286.114 487.23
1)A: hot water extract from hot air dried garlic, B: hot water extract from red ginseng, C: 5% red ginseng extracts were added 
to hot air dried garlic extract (V/V), D: 10% red ginseng extracts were added to hot air dried garlic extract (V/V), E: 15% 
red ginseng extracts were added to hot air dried garlic extract (V/V).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원심분리 하여 집 된 암세포를 배지에 다시 분산시킨 다음 

20 μL를 취해 tryphanblue 20 μL와 잘 혼합하여 세포수를 

확인하 다. 각 암세포는 4×104 cells/mL로 농도를 조 하

여 각각 100 μL씩을 96 well plate에 종하 다.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50, 100, 200, 500  1,000 μg/mL로 농도를 조정한 free 

RPMI 배지를 각 100 μL씩 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24시간 배양하 다. 이때 조군으로는 시료를 함유하지 않

은 free RPMI 배지를 첨가하 다. 배양 후 PBS에 5 mg/mL

의 농도로 제조한 MTT(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용액을 각 well에 10 μL씩 

가한 후 3시간 동안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이 때 

생존하는 세포와 MTT와의 반응으로 생성된 formazan 결

정을 배지를 제거한 후 DMSO 100 μL에 녹여 plate shake 

(MX2, FINEPCR, Seoul, Korea)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암세포의 성장 억제율을 산출하 다.

통계처리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하

여 분산분석 하 으며, 결과는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

다. 각 실험군에 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 다.

결과  고찰

DPPH에 한 자공여능의 측정

열풍건조 마늘  홍삼 추출물 혼합액의 자공여능을 평

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시료 추출물의 자공여능은 

마늘과 홍삼 추출물 모두 500과 1,000 μg/mL의 농도에서는 

15% 미만의 활성을 보 으나 그 이상의 시료 농도에서는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도 유의 으로 

증가하여 10,000 μg/mL 농도에서 자공여능은 각각 45.76%

와 43.14% 다. 시료의 자공여능은 열풍건조 마늘 추출액

에 홍삼 추출액을 5～15% 비율로 첨가하 을 때 각각의 시

료 추출물의 활성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여 500 μg/mL 농

도에서도 38%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000 μg/ 

mL 농도에서는 50%정도로 그 활성이 증가하 다.

열풍건조 마늘과 홍삼 의 항산화 효능은 갈변물질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Lee와 Do(14)는 갈변물질의 항산화 

효과는 갈변물질 분자 에 비교  안정한 유리기가 존재하

며, 항산화능은 이들 유리기에 의하여 발휘되는데, 백삼 물 

추출물을 열처리할 경우 온도가 높고 처리시간이 길수록 수

소공여능이 증가하 으며 이는 갈색도의 증가와 비례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Shin 등(15)은 생마늘, 마늘  흑마늘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평가한 결과 이들 마늘 시료 

 흑마늘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에탄올 추출물에 비하여 

열수 추출물에서 자공여효과가 더 우수하여 열수 추출물

은 10 mg/mL 농도에서 69.40%의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한 바 있다. , 흑마늘의 항산화 활성이 마늘이나 생마

늘에 비하여 더 높아진 것은 갈변반응 동안 새로이 생성된 

물질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추정하 다.

Kim 등(16)도 백삼과 홍삼 70%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

여능을 비교할 때 홍삼 추출물의 수소공여능이 월등히 높아 

BHT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바 있고, 130o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마늘 향기성분의 자공여능도 무처리 마늘에 비

하여 증가하며, 이는 열처리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된 향기성

분과 allyl methyl sulfide  allyl alcohol 등 열처리로 인하

여 함량이 증가된 성분들의 향일 것으로 추정한 Jeong 등

(17)의 보고도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열풍건조 마늘과 홍삼 

역시 건조와 증삼과정 에 일어난 갈변 반응물질이 자공

여 활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단되며, 마늘과 홍삼 추출물을 

혼합할 경우 자공여능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두 추출물

이 혼합됨으로써 각각에 함유되어 있던 유효 갈변물질의 상

인 양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Nitrite 소거능 측정

농도별 마늘과 홍삼 열수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평

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5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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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s from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0 1,000 2,500 5,000 10,000

A
B
C
D
E

Vit. C

 7.54±0.50aC
 2.42±0.17aA
 4.95±1.60aB
  8.0±0.56aC
11.05±1.21aD
11.51±1.30aD

10.71±0.96aB
 5.18±1.04aA
 5.87±1.73abA
 9.61±0.56aB
11.23±1.05aB
20.50±2.34bC

21.07±3.06bC
12.84±0.70aB
 7.94±0.17bA
13.01±0.87bB
14.51±2.16aB
32.41±2.36cD

37.65±2.85cC
15.54±3.30aA
15.26±1.23cA
17.04±0.61cA
23.66±2.87bB
47.61±2.08dD

60.74±1.68dE
30.22±4.94bA
37.88±1.40dB
41.34±3.89dBC
44.16±2.43cC
50.26±1.90dD

F-value 34.973 45.774 64.961 103.524 37.076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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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yrosinase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s from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0 1,000 2,500 5,000 10,000

A
B
C
D
E

Vit. C

20.75±3.77aC
23.27±2.63aC
 2.00±0.30aA
 2.85±0.61aA
 6.91±0.84aB
 7.82±0.91aB

21.38±3.93aC
24.53±3.77aC
 3.45±0.19aA
 4.66±0.95aA
  7.67±0.57aAB
 9.27±0.56bB

24.53±1.89abD
25.16±2.18aD
 5.25±1.51bA
 7.55±1.89bAB
 9.34±0.16bBC
11.36±0.63cC

26.86±0.77bD
31.34±2.28bE
 7.55±1.07cA
 9.48±0.90bAB
10.40±1.06bB
14.78±0.56dC

29.56±1.09bD
34.59±1.23bE
 9.61±0.71dA
11.98±1.56cB
12.80±0.38cB
17.95±0.63eC

F-value 65.157 45.816 86.213 194.973 309.853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아질산염 소거능은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에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홍삼 추출물 15% 첨가군, 10% 첨가군, 홍삼추출물 

 5% 첨가군의 순이었다. 10,000 μg/mL 농도에서 열풍건

조 마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활성은 60.74%로 표 인 

항산화물질인 비타민 C(50.26%)보다 더 활성이 우수하 다.

Shin 등(18)은 산지별 마늘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 반응 용액의 pH가 낮을수록 효과 이었으며, 시료의 

농도가 0.1% 이상일 때 아질산염 소거능은 97% 이상인데, 

이는 마늘에 존재하는 아스코르 산, 페놀성 화합물, allyl 

화합물, 유기산 등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 다. , Kim 등

(19)은 증삼  건조 조건을 달리한 인삼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pH 3.0에서 53.43～65.90%의 범 로 가

장 높았으며 활성은 건조방법의 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상기의 결과들과 본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열풍건조 마늘과 홍삼 열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 

활성에는 마늘과 홍삼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  유기산이 

주된 역할을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Tyrosinase 활성 해능 측정

열풍건조 마늘, 홍삼  이들 복합물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홍삼  마늘 첨가구

는 5,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으며, 마늘에 비해 홍삼 첨가구에서 유의 으로 활성이 높았

다. 마늘추출물에 홍삼 추출물을 5, 10  15% 첨가하여 복

합물을 제조하 을 때, 홍삼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

록 tyrosinase 활성 억제효과도 상승되었다. 10,000 μg/mL 

첨가 시 5% 첨가구는 9.61% 으나, 10%와 15% 첨가구에서

는 각각 11.98%와 12.80%로 5% 첨가구에 비해 유의 으로 

약간 높은 활성을 보 다.

Lee(20)는 구릿  잎 추출물의 tyrosinase 해활성은 시

료의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며, 5,000 

μg/mL 농도에서 물추출물은 23.88～29.33%의 활성을 보인

다고 하 다. Jung 등(21)은 식물류로부터 tyrosinase 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마늘은 59%, 양 는 30%, 생강은 14%

의 활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백삼과 홍삼의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은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3.7%, 10.5%

의 해활성이 있었으나, 이들 시료의 물 추출물에서는 오히

려 활성이 없었다고 보고(22)되어 본 실험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홍삼의 제조조건, 장기간이나 조건 

 추출조건 등의 상이함에 기인된 결과라 생각된다.

Glucosidase 해활성

당뇨 증상을 개선하기 해서는 체내로 흡수된 당을 각 

조직의 세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해속도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α-glucosidase를 해하

는 활성을 가지는 물질의 탐색은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 mem-

brane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이당류나 다당류를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기 한 상태인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α-glucosidase에 한 해능은 탄수화물 식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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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s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0 1,000 2,500 5,000 10,000

A
B
C
D
E

Vit. C

3.15±0.95aB
0.20±0.07aA
4.85±0.54aC
6.31±0.06aD
7.93±1.48aE
0.07±0.02aA

 4.19±0.68abA
 8.84±1.60bB
 8.73±1.80bB
 9.68±1.00bB
10.58±0.52abB
 3.22±0.38bA

 7.10±1.37bA
10.80±2.86bcB
 9.00±1.16bcAB
11.07±0.21cB
12.44±0.40bcB
 9.23±2.90cAB

18.95±2.93cB
12.28±2.12cA
11.46±1.11cA
12.68±0.94cA
14.16±3.19cA
27.17±1.95dC

22.22±1.29dC
13.84±0.43cA
16.43±1.84dB
20.50±0.50dC
25.27±1.08dD
32.98±0.76eE

F-value 54.936 21.938 2.942 22.493 114.638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MTT assay of the hot water extracts from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in AGS gastric carcinoma cells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 100 200 500 1,000

A
B
C
D
E

12.73±2.20aA
17.38±1.10aB
12.87±0.97aA
13.55±1.53aA
15.08±0.63aAB

15.18±0.29aA
20.62±2.92abB
18.63±2.09aAB
19.05±3.54bAB
19.21±2.47bAB

24.15±3.39bAB
22.55±2.88bcA
24.69±4.33bAB
29.18±1.34cB
29.30±1.35cB

29.47±1.06cAB
26.88±2.95cA
30.53±3.70bABC
33.67±1.58cBC
34.92±3.55dC

33.22±1.80dA
29.11±1.81dA
40.96±4.19cB
44.69±4.62dB
45.15±0.77eB

F-value 5.827 1.941 3.385 4.073 16.683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항당뇨 활성 측정법으로 이용된다

(23). 

Table 4는 마늘  홍삼 추출물과 그 혼합물의 α-glucosi-

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홍삼 추출물에 비하여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의 α-glucosidase 해활성이 더 높아 

10,000 μg/mL 농도에서 홍삼 추출물의 경우 13.84%, 열풍건

조 마늘 추출물은 22.22% 다.  10,000 μg/mL 농도에서 

홍삼을 5%와 10% 첨가한 경우는 마늘 추출물에 비하여 활

성이 낮았으나 15% 첨가구의 경우 활성은 25.27%로 유의

으로 더 높았다.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과 홍삼 15% 첨가구

에서는 20% 이상의 α-glucosidase 활성을 해하 으므로 

탄수화물의 소화과정에서 α-amylase와 α-glucosidase에 의

해 이당류인 maltose의 분해 억제  단당류 생성을 해함

으로써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사 후 당

의 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α-Glucosidase 해제들은 당강하제  소화 에서 포

도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약물로 당뇨 치료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24,25), 재 acarbose와 voglibose 등과 같은 

α-glucosidase 해제가 매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많아 천

연 소재에서 이들 해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Choe 등(13)은 한약재의 물추출물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에서 α-glucosidase 활성 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

며, Maeng 등(26)은 in vitro에서 홍삼 엑기스의 첨가로 당화 

헤모 로빈의 합성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고 보고하 는

데, 이러한 결과로 홍삼은 생체 내 장 에서 포도당의 흡수

를 지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암  장암 세포의 성장 억제능

인체 암  장암 세포주에 하여 열풍건조 마늘과 홍

삼 열수 추출물  이들의 비율별 혼합액이 암세포 증식억제

에 미치는 향을 MTT assay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ASG 세포 성장억제능(Table 5)은 시료의 첨가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열풍건조 마늘이나 

홍삼 단독 추출액에 비하여 이들의 혼합 시료에서 200 μg/ 

mL 이상의 농도에서 더 활성이 높았다. 50과 100 μg/mL 

농도에서 AGS 세포 성장억제능은 20% 이하로 낮았으나 

1000 μg/mL 농도에서는 홍삼 추출물은 29.11%,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은 33.22%로 활성이 증가하 으며 홍삼 추출물

을 5%～15% 첨가할 경우 활성은 40.96～45.15%로 크게 증

가하 다.

장암 세포(Table 6)의 성장은 시료의 첨가 농도에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50 μg/mL 농도에서 열풍건조 마늘 추출

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능은 31.30%로 여타 시료에 비하여 

유의 으로 활성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홍삼 추출물이 

21.81%, 홍삼 추출물을 5～15% 첨가한 시료의 경우 활성은 

15.47～18.09% 다. 500 μg/mL 농도에서는 열풍건조 마늘

과 홍삼 추출물은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 없이 48.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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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TT assay of the hot water extracts from hot air dried garlic and red ginseng in HT-29 colon carcinoma cells
(%)

Sample 
code1)

Sample concentration (μg/mL) 

 50 100 200 500 1,000

A
B
C
D
E

31.30±2.34aC
21.81±1.62aB
15.47±2.25aA
15.95±2.09aA
18.09±1.14aA

37.36±1.91bC
27.19±2.19bB
17.47±0.82aA
17.90±1.27abA
24.52±2.64bB

47.32±1.12c
44.93±3.25c
20.59±3.13aB
23.60±4.61bc
26.03±2.07b

48.66±2.40cB
48.61±0.7cdB
24.53±2.76bcA
24.78±3.22cA
27.63±1.00bA

52.33±1.07dC
53.01±3.83dC
28.25±3.84cA
35.76±3.83dB
39.62±2.43cB

F-value 32.404 56.139 50.764 95.046 33.912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홍삼 추출물 혼합액의 경우 15% 

첨가군의 활성이 가장 높아 27.63% 다. 시료의 첨가 농도

가 증가하여 1,000 μg/mL일 때 마늘  홍삼 추출물의 

HT-29 세포 성장 억제능은 각각 52.33%와 53.01%로 증가

하 으며 홍삼 추출물 10%와 15% 혼합한 경우 각각 35.76%

와 39.62%로 35%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시료의 장암 세포 성장 억제능은 암세포인 AGS에 

한 억제활성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GS 세

포의 성장 억제능은 마늘이나 홍삼 단독 처리구에 비하여 

이들의 혼합액 처리구에서 더 활성이 높았으나 장암인 

HT-29에 한 활성은 마늘이나 홍삼 단독 처리구가 더 활성

이 높았고 이들의 혼합액은 활성이 유의 으로 낮았다.

마늘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여러 가지 암세포의 성장 

억제능을 평가한 결과 1% 처리군에서 백 병 세포인 U937 

 HL60에서 가장 감수성이 높아 50% 이상의 억제효과를 

가졌으며 간암세포에서는 약 10%, 직장암 세포에서는 20～

40% 정도의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Choi 등(27)의 보

고가 있다.

Lim과 Kim(28)은 마늘에서 분리한 alliin과 마늘 에탄올 

추출물의 기능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인체 장암세포인 

HCT-15에 한 IC50은 각각 13,500 μg/mL와 2,500 μg/mL

로 에탄올 추출물이 더 효과 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Lee 

등(29)은 마늘에서 추출한 diallyl disulfide는 췌장, 폐, 피부

암에 해 항암효과가 있으며 백 병 세포주에 해서는 농

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apoptosis를 유발하는데 이는 세포내 

hydrogen peroxide를 발생시키는 기 에 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요   약

열풍건조 마늘  홍삼 추출물과 혼합물의 생리활성을 평

가하고자 마늘 열수추출물에 홍삼 열수추출물을 5～15% 

(v/v) 첨가한 혼합물을 제조하여 500～10,000 μg/mL 농도에

서 항산화활성, tyrosinase  glucosidase 해활성, 암 

 장암 세포에 한 생육 해 활성을 실험하 다. 열풍건

조 마늘과 홍삼 추출물의 자공여능은 1,00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15% 미만으로 낮았으나, 이들의 혼합물의 경우 

38%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2,5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은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에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홍삼 추출물 15% 첨가군, 10% 첨가군의 

순이었다. Tyrosinase 해활성은 10,000 μg/mL 농도에서 

열풍건조 마늘은 29.56%, 홍삼 추출물은 34.59%이던 것이 

이들의 혼합물에서는 그 활성이 격히 하하여 15% 미만

이었다. α-Glucosidase 해활성은 열풍건조 마늘 추출물에

서 더 높아 10,000 μg/mL 농도에서 22.22% 고, 동일농도에

서 홍삼 추출물의 경우 13.84%, 이들의 15% 혼합물에서 활

성은 25.27%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AGS 세포 성장억제

능은 시료의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열풍건조 마늘이나 홍삼 단독 추출액에 비하여 이들

의 혼합 시료에서 더 활성이 높았다. HT-29 세포의 성장도 

시료의 첨가 농도에 의존 으로 억제되었는데, 1,000 μg/ 

mL 농도에서 열풍건조 마늘과 홍삼 추출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능은 50% 이상이었으나 이들의 혼합물의 경우 활성이 

하하여 28.25～39.62%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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