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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추출물을 이용한 다진 마늘의 갈변 저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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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mical methods using browning inhibitors have been used to control the browning of chopped garlic. However, 
consumer demand for natural products is increasing, and we therefore investigated the antibrowning effect of natural 
licorice root extract on chopped garlic. We used a combination of licorice extract and citric acid. Chopped garlic 
was exposed to citric acid and licorice extract at various levels and L values were measured during storage at 
10℃. Licorice extract was effective as an initial antibrowning, and a mixture of licorice extract and citric acid 
was effective in inhibition of browning during storage. The effective mixing ratio of licorice extract and citric 
acid was 5:5 and 2:8. This indicates that licorice extract and citric acid synergistically act to inhibit browning 
of chopped garlic. Licorice extracts with higher levels of glycyrrhizin were more effective as antibrowning agents 
for chopped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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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마늘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널리 이용해 온 주요 식재

료 중의 하나로 항균성(1), 항암성(2), 동맥경화예방(3), 항

산화작용(4) 등의 기능성이 입증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5-7).

특히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

면서 마늘도 단순한 박피마늘에서부터 슬라이스한 마늘,

다진 마늘 등의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단되지 않았거나 손상을 입지 않은 채소류

의 경우 페놀성 기질이 페놀을 기질로 하는 효소(phenolase)

와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갈변반응이 원칙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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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단 채소류의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절단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phenol류가 효소적

산화반응을 통해 orthoquinone이 되는 갈변반응이 개시되

게 된다. 또한 orthoquinone은 phenolase 또는 polyphenol

oxidase, tyrosinase, and catecholase로 불리는 각종 산화 효

소에 의해 갈색색소로 중합된다(8). 마늘의 경우에도 박피,

절단, 다짐 등의 가공공정 중에 polyphenol oxidase(PPO)

(EC 1.14.18.1)가 polyphenol류와 효소적 산화반응을 일으

키기 때문에 갈변되는 것(9)으로 유기산, 항산화제 등에

의해 갈변이 저해된다(10).

다진 마늘의 갈변을 방지하고 장기 보존을 위해

L-cysteine, L-ascorbic acid, citric acid를 첨가하는 제조하는

것에 대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으며(11-13),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다진 마늘제품의 경우에도 냉장유통 중 발생하는

갈변을 막기 위해 구연산이나 식염을 첨가하고 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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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마늘의 주요 용도인 김치 등에 사용하게 될 경우 구연산

등의 식품첨가물로 인해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의 저장

중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 다진 마늘의 맛이나 발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대체하거나 구연산 등 식품첨가

물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감초(Glycyrrhiza glabra)는 뿌리나 근경을 한약재의 원

료로 이용하고 있는 식물로써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매우

중요한 한방약물이며 한방 처방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처방되어지는 약물이다. 감초의 주성분은 감미 성분의 3～

7%를 차지하는 glycyrrhizin이며 liqcoumarin, glucose,

sucrose, mannitol 등의 당류와 liquiritigenin, liquiritin 등의

flavonoid도 미량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약으로의 용도

외에도 최근에는 면역(14), 항균(15), 항산화능(16,17)을 가

지는 것으로 증명되면서 의약품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감초의 다양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는 감초의 항갈변 및 PPO에 대한 저해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으로, 신선편이 가공 감자에 대한 갈변저해 효

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18)되어 있다. 즉, 다진 마늘의 갈변

저해를 위한 천연물 원료로써 감초추출물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천연물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다진 마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천연물 유래의 갈변저해제를 탐색하고 특히 효과적으

로 나타난 감초추출물의 갈변저해 효과와 이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다진 마늘의 상업적 제품 제조 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itric acid와의 병용 효과를 조사하여 산업적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마늘(Allium sativum L.)은 2004년 당해

생산된 남해산 마늘을 구입하여 외관이 건전한 것만 선별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갈변저해를 목적으로 사용한 감초

추출물(식품용)은 (주)대평의 제품으로 glycyrrhizinate함량

으로 50% 이상인 Lico F와 35～40%인 Lico 40(임의 상품명)

을 일정 농도의 비율로 첨가하였다.

시료의 갈변저해 처리

박피한 마늘을 90℃에서 35초간 블랜칭하고 10℃의 물에

서 20분간 냉각한 후 마늘 중량의 1%에 해당하는 갈변저해

제를 각각 첨가하여 hand blender(Brown Co., Spain)로 3분

간 마쇄하였다. 마쇄 전 블랜칭을 통해 표면 미생물을 감소

시켜 일정 유통기한을 확보하고자 하였다(19). 완성된 다진

마늘은 뚜껑(screw cap, 발포 PS내지 포함)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PET, 90 mm×55 mm, total volume 250 mL)에 200 g씩

담아 10℃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저장 중 색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저장 중 시료의 색도 변화

다진 마늘의 냉장 저장 중 색도 변화는 Chroma-meter

(CR-200, Minolta Co., Japan)로 Hunter's value인 L, a 및

b 값을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효과적인 갈변저해 조성물

냉장저장에 따른 다진 마늘의 색도 변화는 Fig. 1과 같다.

Citric acid 1%를 첨가한 다진 마늘은 냉장 저장하는 동안

높은 L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반면 ascorbic acid와 구연

산을 각각 0.5%씩 첨가(총 1.0%)한 구는 저장기간이 길어질

수록 L값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Bae와 Lee(10)의

soybean oil 처리구에 비해 citric acid만을 처리하였을 때

오히려 변색이 촉진되었다고 한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citric acid 단독처리 시에도 효율적으로 갈변

이 저해되었다. 이는 원료마늘의 저장방법 등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감초추출물만을 첨가한 경

우 저장 초기에는 L값을 유지하나 저장 후기로 갈수록 L값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감초추출물과 citric acid를 각각

0.5%씩 혼합 첨가한 다진 마늘의 경우 저장 초기 L값이

다소 증가하였고 저장기간의 경과 시에도 가장 높은 L값의

유지를 나타내어 효과적으로 갈변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변저해제를 첨가한 다진 마늘의 저장 중 a값 및 b값의

변화는 L값의 경우와달리 저장 중 다진 마늘의 a값은 저장

후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감초추

출물 단독 및 citric acid와 ascorbic acid를 혼합 첨가한 두

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저장후기까지 높은

L값을 유지하고 있었던 citric acid 및 citric acid와 감초추출

물의 혼합 첨가구의 a값은 다소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저장 후기에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저장 중 다진 마늘의 b 값은 저장 중 다소 완만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저장 중 L값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citric acid와 citric acid 및 감초추출물 혼합 첨가구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늘을 상온과 저온저장한 후 열탕처리를 한 마늘 퓨레

의 저장 중 변색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열탕처리한

경우 pH에 관계없이 색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pH 4.0에서

L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20). 배 등은 다진 마늘을 1%

citric acid 용액에 침지하면 갈변효소인 polyphenol oxidase

의 최적 pH 범위인 6.0～6.5보다 감소되어 갈변이 억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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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10)하고 있으며, 손 등(21)은 양파농축액의 갈변

을 막기 위해 citric acid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ascorbic acid 및 erythrobic acid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상승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갈변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감초추출물과 citric

acid와의 혼합 첨가구는 pH 4.8～5.2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 싣지 않음) 이들 혼합물이 다진 마늘의 pH를 낮추

어 갈변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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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Hunter L, a, b values in chopped garlic by antibrowning treatments during storage at 10℃.

CA: mixed with citric acid (1%) in chopped garlic, AA+CA: mixed with ascorbic acid (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lico F: mixed with licorice extract
(1%) in chopped garlic, lico F+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감초추출물과 citric acid의 효과적인 혼합 비율 및 감

초추출물 농도별 색도 변화

Citric acid와 감초추출물의 혼합비율에 따른 저장 중 L값

의 변화와 감초추출물의 종류에 따른 저장 중 L값의 변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가장 효과적으로 L값을 유지하는 경

우는 citric acid 0.2%와 감초추출물 0.8%를 첨가한 경우로

감초추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초추출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glycyrrhizinate함량으로

50% 이상인 Lico F가 glycyrrhizinate함량 35～40%인 Lico

35에 비해 저장 후기까지 높은 L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감초추출물과 citric acid와의 혼합비율에 따른 냉장 저장

중 다진 마늘의 a값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a값은 증가하고 있는데 citric acid 단독으로 첨

가한 구와 감초추출물 0.2%와 citric acid 0.8%를 혼합하여

첨가한 경우 변화가 다소 완만하였다. 저장 중 갈변저해

처리를 한 다진 마늘의 b값은 Fig. 4와 같다. Lico F를 첨가한

다진 마늘의 경우 Lico 40에 비해 다소 높은 b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저장 후기로 갈수록 모든 구의 b값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감초추출물과 구연산의 혼합비가 2:8 내지

5:5일 때 효과적으로 갈변을 저해하며, 특히 감초추출물:구

연산의 혼합비가 2:8인 경우 가장뛰어난 갈변 저해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연산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신맛이 감소(데이터는 싣지 않음)되었고 감초추출물에 의

한 이미는 인지가 쉽지 않았으므로, 갈변을 저해하면서 맛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로 감초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추가적인 연구 시 저장 중

구연산 및 감초추출물이 다진 마늘 완제품 및 본 제품을

사용한 결과물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산업적인 응용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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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L value in chopped garlic by antibrowning
treatment during storage at 10℃.

Lico F+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50% over)(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Lico 40+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35～45%)(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0.0+1.0: Lico F 0.0% and
citric acid 1.0%, 0.2+0.8: Lico F 0.2% and citric acid 0.8%, 0.3+0.7: Lico F 0.3%
and citric acid 0.7%, 0.4+0.6: Lico F 0.4% and citric acid 0.6%, 0.5+0.5: Lico F
0.5% and citric aci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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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a value in chopped garlic by antibrowning
treatment during storage at 10℃.

Lico F+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50% over)(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Lico 40+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35～45%)(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0.0+1.0: Lico F 0.0% and
citric acid 1.0%, 0.2+0.8: Lico F 0.2% and citric acid 0.8%, 0.3+0.7: Lico F 0.3%
and citric acid 0.7%, 0.4+0.6: Lico F 0.4% and citric acid 0.6%, 0.5+0.5: Lico F
0.5% and citric aci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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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b value in chopped garlic by antibrowning
treatment during storage at 10℃.

Lico F+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50% over)(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Lico 40+CA: mixed with licorice extract (glycyrrhizinate
35～45%)(0.5%) and citric acid (0.5%) in chopped garlic, 0.0+1.0: Lico F 0.0% and
citric acid 1.0%, 0.2+0.8: Lico F 0.2% and citric acid 0.8%, 0.3+0.7: Lico F 0.3%
and citric acid 0.7%, 0.4+0.6: Lico F 0.4% and citric acid 0.6%, 0.5+0.5: Lico F
0.5% and citric acid 0.5%.

감초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초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도 뛰어나며 열과 pH에 대해서

도 안정하여 천연보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2).

즉, 이러한 항산화 효능이 효소적 갈변반응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열과 pH에 대한 안전성

으로 인해 가공식품 소재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요 약

다진 마늘의 제조 중 발생하는 효소적 갈변을 막기 위해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주로 화학적인 갈변저해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최근 소비자의 천연물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감안하여 천연물 유래의 갈변저해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유래의 갈변저

해제 중 효과적으로 나타난 감초 추출물의 갈변저해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 기존 다진 마늘의 갈변저해에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는 구연산과의 병용 효과를 동시에 조사하여

효율적인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진 마늘 제조 시 구연산과 감초추출물을 다양한 조성

비로 적용하고 냉장저장 중 다진 마늘의 색도를 측정하여

L값의 변화를 중심으로 갈변 저해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장 초기에는 감초추출물 단독으로도 갈변저해 효과

가 있었으나 저장 후기로 갈수록 감초추출물과 구연산을

혼합한 조성물이 매우 효과적으로 갈변을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 천연물인 감초추출물은 구연산과 상승작용을 일으

켜 갈변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감

초추출물과 구연산의 혼합비를 조정하여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감초추출물:구연산의 혼합비가 2:8 내지 5:5일 때

효과적으로 갈변을 저해하며, 특히 감초추출물:구연산의

혼합비가 2:8인 경우 가장뛰어난 갈변 저해 효과를 나타냄

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구연산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뛰어난 갈변 저해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구연산 단독 처리시의 문제점인 신맛 등 관능적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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