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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법에 따른 국내산 마늘종과 마늘의 항산화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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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oxidant compounds and activities of raw and cooked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gang 
pickle) domestic garlic stems were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chlorophyll, carotenoid, vitamin C, phenolic 
compounds and allicin in raw and cooked garlic stems were measured. Various cooking process increased 
significantly chlorophyll and β-carotene contents of garlic stem, but decreased vitamin C, phenolic compounds 
and allicin contents (p<0.05). Antioxidant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from raw and cooked garlic stem such 
as electronic donating ability (EDA),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were compar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lowered in the order of raw> pan-frying> 
blanching> garlic stem soy sauce pickle> garlic stem Kochujang pickle. Antioxidant activities of cooked garlic 
stems were more than 65% of cooked garlic bu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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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innaeus)은 로부터 우리 선조들

이 강장, 강정식품으로 리 이용하여 왔으며(1), 최근에는 

항암효과(2), 항균작용(3,4), 항산화작용(5-8) 등의 생체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늘은 따뜻한 남부지역인 제주, 남해, 해남, 

무안 등에서 재배되는 난지형(暖地型) 마늘과 상 으로 

추운 부 지방인 의성, 서산, 삼척 등에서 재배되는 한지형

(寒地型) 마늘로 구분된다(9). 마늘은 구근을 발육시키기 

해서는 5월 순경부터 마늘종(蒜薹)을 뽑아주어야 한다

(10). 부산물로 나오는 마늘종은 수확 기에 일부 매하거

나 장하게 되는데 부분은 농가 일손이 모자라 폐기되는 

실정이다. Kim과 Chung은 마늘종의 양과 향기성분에 

한 연구(11)와 마늘종으로부터 분리된 flavonoid들의 항산

화 활성에 한 연구(12,13)로 마늘종도 항산화 작용이 있음

을 보고하 다. 보(14)에서 산지별 마늘종과 마늘의 항산

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바 있으며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종 간에 항산화 성분 함량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 

따라서 마늘종도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충분한 활용성이 있다

고 본다.

마늘은 조미향신료, 장아 , 마늘 가루, 다진 마늘 퓨 , 

마늘 간장, 구운 마늘, 흑마늘 등 재 다양한 상품들이 상업

화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마늘 식 , 쿠키, 약과, 

빵 등에 활용하고 있다(15-18). 그에 반해 마늘종은 향신채

소, 장아 , 볶음용 등에 국한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재까

지 보고된 연구로는 마늘종 분말을 첨가한 식빵 제조에 한 

연구(19)가 있을 뿐 마늘종 이용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

로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리법에 

따른 마늘종의 항산화 련물질 함량 변화와 항산화 효능을 

조사하여 마늘종을 활용한 응용식품 개발에 기 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난지형 마늘종은 2006년 5월 에 경남 남해군 소재 마늘밭

에서, 한지형 마늘종은 2006년 5월말에 경북 의성군 소재 마

늘밭 3군데에서 직  수확한 것을 사용하 다. 마늘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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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늘종을 뽑은 동일한 장소의 마늘밭에서 각각 수확한 난

지형과 한지형 마늘을 직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조리방법

마늘종과 마늘은 데치기, 볶기, 간장 임 장아 , 고추장 

임 장아 의 4가지 방법으로 조리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데치기는 마늘종과 마늘을 잘라 끓는 물에서 1분 동안 

데친 후 찬물에 헹궜으며, 볶기는 마늘종과 마늘을 미리 

열된 팬에 일정량의 기름을 두르고 1분 동안 볶아서 식혔다. 

간장 임 장아 는 마늘종과 마늘을 잘라 담고, 끓인 간장

단촛물(물 :간장 :식 :설탕＝1.5:2:1:1)을 뜨거울 때 붓고 

하여 30일간 상온에서 발효시켰다(20). 고추장 임 장

아 는 마늘종과 마늘을 잘라 담고, 끓인 후 식힌 양념장(고

추장 :설탕 :식 :물＝3:1:1.5:3)을 붓고 하여 상온에서 

30일간 발효시켰다(20).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Folin Ciocalteau's phenolic reagent, 

gallic acid,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tris(hy-

droxymethyl)amino-methane, EDTA, pyrogallol, naphthyl-

amine은 Sigma(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4-mercaptopyridine(4-MP)는 Aldrich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분

석에 사용된 추출용매인 메탄올, 아세톤, 에테르 등의 시약

은 모두 1  이상의 등 을 사용하 다.

시료의 용매별 추출물 제조

조리된 마늘종과 마늘은 믹서기로 간 다음 메탄올을 시

료 량의 5배를 첨가하여 균질기(Ultra-Turray T25, Ika 

Works Inc., Wilmington, USA)로 상온에서 균질화(9,500 

rpm, 3 min)하여 30분 동안 교반추출하 다. 추출 후 원심

분리(3,500 rpm, 30 min)하여 여과(Whatman No.2)한 것을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N-N series, Tokyo 

Rikakikai Co., Ltd., Japan)로 30
oC에서 감압농축하 다. 제

조한 추출물을 -25oC의 냉동고에 장하면서 사용하 다.

항산화 련 물질 측정

클로로필 함량은 White 등(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즉, 동결건조 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하여 거른 후 분액 

여두에 넣고 에테르를 가한 다음 에테르층에 무수 황산나트

륨을 첨가하여 여과하고 642.5 nm  6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β-카로틴 함량은 Jo와 Jung의 방법(22)을 사용하 다. 시

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ether를 넣고 정치하 다. Ether

층을 증류수로 세정하여 무수 Na2SO4으로 탈수한 후 증발 

건조시켰다. 잔류물은 0.01% BHT 함유 chloroform에 용해

하여 여과한 후 HPLC(Agilent 1100series, USA)에 주입하

다. 분석조건은 칼럼은 Licrosphere RP18(10 μL, 5 μm, 

250×4 mm), 검출기는 UV/VIS detector Varian 9050, 용매

는 MeOH : CHCl3=97:3이며, 이동속도는 1.0 mL/min로 UV 

450 nm에서 측정하 다.

비타민 C 정량은 Sood 등의 방법(23)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 다. 즉, 동결건조 시료를 메타인산용액을 가하여 끓

는 물에 5분간 비등시킨 후 여과하고, 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여과한 액을 HPLC(Agilent 1100series, USA)

에 주입하 다. 분석조건으로 칼럼은 Licrosphere RP18(10 

μL, 5 μm, 250×4 mm), 검출기는 UV/VIS detector Varian 

9050, 용매는 H2O, 1% PICB6이며, 이동속도는 1.0 mL/min

로 UV 254 nm에서 측정하 다.

페놀화합물 함량은 Benvenuti 등의 Folin Ciocalteu법(24)

에 따라 동결건조 시료에 메탄올/HCl 2%(95:5 v/v)용액을 

넣고 원심분리(3,000 rpm, 15 min)하 다. 그  1 mL를 취

하여 Folin Ciocalteau 시약 5 mL와 Na2CO3 용액 10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

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작성된 표 검량곡선으로부

터 페놀화합물 함량을 정량하 으며 100 g 건식 량에 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나타내었다.

알리신 함량은 Talia 등의 방법(25)에 따라 측정하 다. 

마늘종과 마늘 추출물을 2 mM EDTA를 함유하는 50 mM 

Na-phosphate buffer(pH 7.2)에 용해된 0.1 mM 4-mercap-

topyridine(4-MP) 1 mL와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

응시킨 다음 324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마늘종과 

마늘의 알리신 농도를 계산하기 해 324 nm에서 extinction 

coefficient(εM, 39,600 M
-1cm-1)가 사용되었다.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

자공여능 측정은 Blois(26)의 방법에 하여 추출액 0.2 

mL에 4×10-4 M DPPH 용액 0.8 mL를 가하여 vortex mixer

로 10 간 강하게 진탕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분

도계(UV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로 흡 도

(525 nm)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시료무첨가구( 조구) 

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조구는 

추출물 신 추출용매 0.2 mL만을 넣어 측정하 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27)에 따

라 측정하 다. 즉 추출액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 

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10 mM EDTA, pH 8.5) 3.0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여 항온 수조에서 25oC에서 10분간 반응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산화

된 pyrogallol의 양은 분 도계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조구 사이의 흡 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의 방법(28)에 따라 추출액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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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lorophyll contents of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μg/100 g)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361.5±2.5Ab 
302.7±2.1Bb 
  5.4±1.3Ca
  5.2±1.6Ca

380.3±2.4Aa
324.8±2.5Ba
  6.8±0.9Ca 
  6.5±1.1Ca 

(105.2)
1)

(107.3)
(125.9)
(125.0)

376.3±2.2Aa
319.7±2.9Ba
6.1±1.2Ca  
6.0±0.8Ca  

(104.1)
(105.6)
(113.0)
(115.4)

89.8±2.7Ac
76.5±2.8Bc

0  
0  

(24.8)
(25.3)

85.1±2.3Ac 
71.4±2.6Bc 

0  
0  

(23.5)
(23.6)

Abbreviations: NGS, northern ecotype garlic stem; SGS, southern ecotype garlic stem; NGB, northern ecotype garlic bulb; SGB, 
southern ecotype garlic bulb.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C) and th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he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f chlorophyll retention after cooking.

Table 2. β-carotene content in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μg/100 g)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293.2±1.8Ad 
269.3±1.6Bd
  2.1±0.5Cb
  2.2±0.6Cb

327.1±1.7Ac 
301.4±1.8Bc
  2.4±0.5Cab 
  2.4±0.4Cab 

(111.6)1)

(111.9)
(114.3)
(109.1)

389.3±1.7Ab
352.1±2.5Bb
  3.0±0.3Ca 
  3.1±0.5Ca 

(132.8)
(130.7)
(142.9)
(140.9)

394.2±2.6Ab 
368.2±2.4Bb 

0
0

(134.4)
(136.7)

471.0±2.5Aa 
430.1±1.7Ba 

0
0

(160.6)
(159.7)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C) and the row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he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f β-carotene retention after cooking.

여 pH 1.2로 조정하 다. 여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부피를 

10 mL로 정용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반

응액을 1 mL씩 취하여 2% acetic acid 5 mL, Griess 시약(A

: B＝1:1, A: 1% sulfanilic acid in 30% acetic acid, B: 1% 

naphthylamine in 30% acetic acid)을 0.4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분 도계를 사용

하여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산출하 다. 조구는 Griess 시약 신 증류수 0.4 mL를 

첨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조구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NSA (%)＝[1－{(A－C)/B}]×100
A: NaNO2 용액에 시료와 Griess를 첨가한 흡 도

B: NaNO2 용액에 Griess를 첨가한 흡 도

C: NaNO2 용액에 시료와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 각 측

정 평균값의 유의성(p<0.05)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 다.

결과  고찰

항산화 련 물질

조리법에 따른 마늘종과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클로로필 

함량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한지형과 난지형 

생마늘종의 클로로필 함량은 각각 361.5±2.5, 302.7±2.1 μg
이었으나, 데친 후에는 380.3±2.4, 324.8±2.5 μg로 증가하

고, 볶음 처리 후에도 376.3±2.2, 319.7±2.5 μg로 증가하

다. 간장 임 마늘종장아 와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의 클로로필 함량은 크게 감소하여 난지형 고추장 임 마

늘종장아 는 71.4±2.6 μg까지 감소하 다. 생마늘의 클로

로필 함량은 마늘종과 달리 매우 었으며,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에 클로로필 함량이 증가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마늘장아 에서는 클로로필이 잔존하지 않

았다. 데치거나 볶은 후 마늘종의 클로로필 함량이 생마늘

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열에 의해 단백질과 약한 

결합 상태로 있던 클로로필이 유리된 것(29)으로 단된다. 

이는 Choi 등(30)의 데침 과정 후 참취의 클로로필 함량이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Jung 등(31)의 고추장아 도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클로로필 함량이 차 감소하 다.

조리법에 따른 마늘종과 마늘의 β-카로틴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는데, 조리과정 후 모든 시료의 β-카로틴 함량

이 증가하 다. 생마늘종의 β-카로틴 함량은 한지형과 난지

형이 각각 293.2±1.8, 269.3±1.6 μg인데 반해, 데친 후에는 

327.1±1.7, 301.4±1.8 μg으로, 볶음 처리 후에는 389.3±1.7, 
352.1±2.5 μg로 약 30% 정도 증가하 다. 간장 임 마늘종

장아 와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의 β-카로틴 함량도 증

가하 으며, 특히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는 471.0±2.5, 
430.1±1.7 μg으로 크게 증가하 다. 고추장 임 마늘종장

아 의 β-카로틴 함량이 간장 임 마늘종장아 보다 더 

증가한 것은 β-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고추장(32)의 향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생마늘은 β-카로틴 함량이 매우 낮

았으며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에 증가하 으나, 장아 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Khachik와 Beecher 등은 당근을 물 첨가 

없이 마이크로오 에서 5～6분 가열할 경우 생것에 비해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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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itamin C content in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mg/100 g)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48.4±0.9Ba 
51.8±0.7Aa 
 8.0±0.2Ca 
 8.3±0.3Ca 

5.9±0.6Ab 
6.0±0.5Ab 
1.1±0.2Bb 
1.3±0.2Bb 

(12.2)1)

(11.6)
(13.8)
(15.7)

6.1±0.6Ab 
6.2±0.7Ab 
1.4±0.3Bb 
1.5±0.3Bb 

(12.6)
(12.0)
(17.5)
(18.1)

3.5±0.4Ac 
3.8±0.5Ac 
0.4±0.1Bc 
0.4±0.1Bd 

(7.2)
(7.3)
(5.0)
(4.8)

4.0±0.5Ac 
4.1±0.4Ac 
0.6±0.2Bc 
0.7±0.1Bc 

(8.3)
(7.9)
(7.5)
(8.4)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C) and the row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he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f vitamin C retention after cooking.

Table 4. Phenolic compounds contents of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mg GAE

1)
/100 g dw)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29.2±0.8Ba
28.3±0.5Ba
33.7±0.8Aa
32.8±0.9Aa

24.2
 23.5
 29.5
 28.8

±0.6Bb 
±0.9Bb 
±1.0Ab 
±0.6Ab 

(82.9)2)

(83.0)
(87.5)
(87.8)

28.0±0.9Ba
27.9±0.7Ba
32.2±0.8Aa
31.9±0.7Aa

(95.9)
(98.6)
(95.5)
(97.3)

24.1
22.9
26.2
25.6

±0.5Bbc
±0.7Bbc 
±0.4Ac 
±0.7Ac 

(82.5)
(80.9)
(77.7)
(78.0)

22.7±0.6Bc 
21.2±0.5Bc
24.2±0.6Ac
23.1±0.8Ac

(77.7)
(74.9)
(71.8)
(70.4)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1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 B) and th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Phenolic compound content was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s (GAE) in milligrams per 100 g dry material.
2)The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f phenolic compounds retention after cooking.

카로틴의 함량이 40% 이상 증가한다(33)고 하 고, Gomez 

(34)와 Granado 등(35)은 녹색채소를 조리한 후에 카로티노

이드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 다. 조리 후 마늘종의 β-

카로틴 함량 증가는 열처리에 의한 carotenoid의 화학  추

출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36)으로 보인다. 

조리법에 따른 마늘종과 마늘의 비타민 C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조리 후 모든 시료의 비타민 C 함량은 감소하 다. 

생마늘종은 비타민 C 함량이 한지형과 난지형 각각 48.4± 
0.9, 51.8±0.7 mg인데 반해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에는 크게 

감소하여 데친 후 한지형 마늘종의 비타민 C 함량이 5.9± 
0.6 mg이었다. 마늘종장아 의 비타민 C 함량은 더 크게 감

소하 는데, 그 이유는 데치거나 볶음 처리는 1분간의 단시

간 열처리 지만 장아 는 30일이라는 긴 임기간 동안 침

지액으로 수용성의 비타민 C가 더 많이 용출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생마늘은 비타민 C 함량이 생마늘종보다 훨씬 

은 양이었으며, 조리 후 역시 격하게 감소하 다. 비타

민 C는 조리  가공 의 다양한 처리에 의하여 매우 많은 

양이 손실되는 양소로 알려져 있다(37). Ahn(38)의 연구

에 의하면 채소류의 비타민 C 함량은 데치는 시간에 따라서 

유의 으로 감소하 고, Selman(39)은 수용성인 비타민 C

는 조리수로의 용출, 열에 의한 괴, 효소에 의한 산화 과정

을 거침에 따라 잎채소의 70%, 뿌리채소의 40%가 손실된다

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마늘종은 

데친 후에 88%, 마늘은 84% 정도 괴되었고, 볶음 처리는 

데치기와 유사하 고, 장아 는 이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남아 있는 양이 매우 었다. Jung 등(31)의 고추장아 의 

비타민 C 함량도 장아  숙성 기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 제시된 페놀화합물은 조리 후에 생마늘종에 

비해 4～25%까지 감소하 다. 마늘도 마늘종과 거의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생마늘의 페놀화합물 함량은 한지

형과 난지형에서 각각 33.7±0.8, 32.8±0.9 mg으로 생마늘

종보다 높은 값으로 Joe 등(40)의 마늘 페놀화합물 함량인 

34.3 mg과 유사한 값이었다. 감소 정도는 고추장 임 마늘

종장아 , 간장 임 마늘종장아 , 데치기, 볶음 처리의 순

으로 낮아졌다. 이는 높은 페놀화합물 함량을 가진 채소들이 

데치기, 볶음 처리, 자 인지 등의 열처리로 총 페놀화합

물 함량이 감소하 다는 Ismail과 Marjan(41), Barroga 등

(42), Cheigh 등(43)의 연구 보고들과 일치하 다. 

마늘종과 마늘의 조리에 따른 알리신 함량 변화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생마늘종의 알리신 함량은 한지형과 난지

형에서 각각 28.2±0.9, 26.1±1.0 mg으로 마늘보다 낮은 값

이었다. 조리 후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알리신 함량이 감소

하여 볶음 처리, 데치기, 간장 임 마늘종장아 ,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순으로 낮아졌으며, 잔존율이 20～33%

의 범 를 보 다. 이와 같이 마늘종과 마늘의 가열처리에 

의한 알리신 함량 감소는 알리신과 diallyl disulfide 등이 열

에 약하다는 Lawson 등(44)의 보고와 일치하 다. 그리고 

장아 의 알리신 함량 감소는 알리신이 불안정한 화합물이

기 때문에 긴 숙성기간 동안 다른 물질로 변화되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Kim과 Mo(45)의 연구에서도 마늘장아 의 

담  기간이 경과할수록 알리신 함량이 격히 감소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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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of methanol extracts from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20.1±0.7Ca
16.6±0.8Da
32.2±0.8Aa
30.0±0.6Ba

16.7±0.6Bb
13.8±0.6Cb
18.3±0.8Ac
17.9±0.8ABc

17.3±0.7Cb
13.9±0.6Db
21.4±0.7Ab
20.0±0.8Bb

13.8±0.8Ac
14.0±0.8Ab
13.8±0.5Ad
14.1±0.7Ad

13.2±0.8Ac
13.2±0.9Ab
13.7±0.6Ad
13.3±0.6Ad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1)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D) and each row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from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39.6±0.6Aa
36.5±0.6Ba
20.1±0.8Ca
16.3±1.0Da

15.3±0.8Bc
15.2±0.7Bb
17.5±0.8Ab
14.5±0.7Bb

19.1±0.9Ab
16.0±0.9BCb
17.6±0.7Bb
15.5±0.8Cab

15.9±0.5ABc
15.9±0.6ABb
17.0±0.7Abc
15.7±0.5Bab

14.8±0.6Ac
15.0±0.6Ab
15.6±0.5Ac
15.0±0.6Aab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7).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D) and each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Allicin contents of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mg/100 g)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28.2±0.9Ba
26.1±1.0Ba
33.5±0.8Aa
33.2±0.7Aa

7.9±0.7ABbc
6.4±0.8Bc
8.4±0.9Abc
8.0±0.9Ac

(28.0)3)

(24.5)
(25.1)
(24.1)

 9.2±1.0ABb
 8.6±0.7Bb 
10.1±1.1Ab
10.5±0.8Ab

(32.6)
(33.0)
(30.1)
(31.6)

7.5±0.8Abc
7.8±0.9Abc
7.9±1.0Ac
7.7±0.7Ac

(26.6)
(29.9)
(23.6)
(23.2)

6.8±1.1Ac 
6.2±1.3Ac 
7.2±0.9Ac 
6.7±0.8Ac 

(24.1)
(23.8)
(21.5)
(20.2)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1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B) and the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The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percentage of allicin retention after cooking.

자공여능(EDA)

조리방법에 따른 EDA에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생마늘종의 EDA는 한지형과 난지형에서 각각 20.1±0.7, 
16.6±0.8% 으나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에는 14～17% 정

도 감소하 으며, 장아 의 경우에는 16～34% 정도 감소하

다. 한지형 마늘종이 난지형보다 데치기와 볶음 처리 후에 

더 높은 EDA를 보 고, 장아 의 EDA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마늘은 조리 후에 마늘종보다는 EDA가 높게 나타났지만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에 생마늘에 비해 33～43% 정도 

EDA가 감소하 고, 장아 는 53～57%가량이나 감소하여 

마늘종장아 와 유사한 수 이었다. 마늘도 데치기와 볶음 

처리 후 한지형의 EDA가 높았고, 장아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결과는 마늘의 EDA가 100oC에서 가열 추출하

을 때 감소했다는 Shela 등의 연구(46)와 일치하 다. 그리

고 생마늘을 장온도를 달리하여 장하면서 EDA를 측정

한 결과(47)에서는 25
oC 장 15일 후에 기의 40%까지 

격히 감소하여 장 30일에 13.36%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본 실험에서 마늘종과 마늘장아 를 실온에서 30일간 

장한 후 추출하여 측정한 EDA와 유사한 결과이다.

SOD 유사활성

마늘종과 마늘의 조리방법별로 조사한 SOD 유사활성능

에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다른 항산화 측정방법의 

결과와는 달리 SOD 유사활성은 생마늘이 생마늘종보다 크

게 낮았으며 마늘종은 조리 후에 격하게 감소한 반면, 마

늘은 그 감소폭이 상 으로 낮았다.

생마늘종의 SOD 유사활성은 한지형과 난지형에서 각각 

39.6±0.6, 36.5±0.6%이며, 볶음 처리 후에는 52～56% 정도 

감소하 고, 데친 후에는 58～61% 감소하 다. 장아 에서

는 56～63%정도 감소하 다. 한지형이 난지형 마늘종보다 

조리 후 SOD 유사활성도가 유사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날 

뿐 큰 차이는 없었다.

마늘도 마늘종과 유사하게 SOD 유사활성이 조리 후에는 

감소하여 생마늘에 비해 4～22% 정도 감소하 다. 한지형 

이 난지형에 비해 고추장 임 마늘장아 를 제외한 다른 

조리과정에서 SOD 유사활성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질산염소거능(NSA)

NSA에 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 으며, 생마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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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of methanol extracts from cooked garlic stems and garlic bulbs follow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at pH 1.2 (%)

Sample Raw Blanching Pan-frying Soy sauce pickle Kochujang pickle

NGS
SGS
NGB
SGB

63.4±0.5Ca
57.6±0.6Ca
95.6±0.4Aa
91.9±0.5Ba

60.2±0.6Cb
55.0±0.5Db
90.4±0.4Ab
85.4±0.4Bc

62.7±0.5Ca
56.6±0.6Dab
95.2±0.4Aa
90.1±0.4Bb

53.7±0.5BCc
53.4±0.6Cc
55.0±0.5Ac
54.2±0.4Bd

52.9±0.7Bc
52.1±0.7Bc
54.1±0.3Ac
53.8±0.5Ad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Table 1.
All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4).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D) and each row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의 NSA는 한지형과 난지형에서 각각 63.4±0.5, 57.6±0.6%
는데, 데치거나 볶음 처리한 후에는 5% 이하 정도만 감소

하 다. 마늘종장아 의 NSA도 7～17% 정도 감소하 다. 

볶음 처리 후 NSA가 생마늘종 다음으로 높았고, 데친 것, 

간장 임 마늘종장아 와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순으

로 낮아졌다.

마늘의 NSA는 마늘종과 마찬가지로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 은 정도로 감소하 으나, 마늘장아 는 마늘종장아

와는 달리 NSA가 생마늘의 57%로 크게 감소하 다. 조리법 

에서는 볶음 처리 후 NSA가 생마늘종이나 생마늘과 거의 

유사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yun 등(47)의 연구에서 100
oC에서 10분간 가열 처리한 

마늘의 NSA는 65.3%까지 감소하 고, Shela 등의 연구(46)

에서는 100
oC에서 20분, 40분, 60분간 가열처리한 마늘의 

NSA는 34% 정도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 마늘을 데치거나 

볶음 처리 후 NSA 감소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은 것은 

가열시간이 1분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   약

마늘종의 조리법으로 빈번이 사용되고 있는 데치기, 볶음 

처리, 간장 임 마늘종장아 ,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를 

선택하여 마늘종을 조리한 후에 항산화 련 물질의 함량과 

항산화 효능을 생마늘종과 비교 측정하여 마늘종을 활용한 

응용식품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생마늘종

은 생마늘에 비해 알리신이나 페놀화합물 함량이 낮게 함유

되었으나 클로로필, β-카로틴, 비타민 C는 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조리 후 마늘종에 함유된 클로로필과 β-카로

틴 함량은 증가하 으나 비타민 C, 페놀화합물, 알리신 함량

은 감소하 다. 측정된 항산화 효능은 생마늘이 EDA와 

NSA가 생마늘종에 비해 히 높았으나 SOD는 유의 으

로 낮았다. 조리 후 마늘종의 항산화 효능은 감소하여 생마

늘종, 볶음 처리, 데치기, 간장 임 마늘종장아 , 고추장 

임 마늘종장아  순으로 낮아졌다. 조리 후에도 마늘종의 

EDA와 NSA는 마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생것에 비해 그 

차이가 어져 EDA는 마늘의 약 70%, NSA는 약 65% 정도

으며, SOD 유사활성은 마늘과 유사하 다. 조리 , 후에 

나타난 항산화 효능은 한지형이 난지형보다 높았다. 따라서 

항산화 효능 면에서 마늘종을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기호에 따라 단시간 볶거나 데친 후에도 상당한 항산화 효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더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방안들도 추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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