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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마늘 발효주 개발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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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lack Garlic Yakju and Its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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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ack garlic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its various health functional properties,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demand for its use as a functional foo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optimum
concentration for the fermentation of black garlic yakju. In additi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fermented black garlic
yakju was examined. The alcohol content in the black garlic yakju significantly increased for 6 days and the pH gradually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increased. The reducing sugar content at each black garlic concentration was
maximal when it was fermented for 24 hours, and then rapidly decreased at longer fermentation periods. The main organic
acids were lactic, citric, malic and oxalic acid. Also, the lactic acid content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increased where as the content of other organic acids decreas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ctivity and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lack
garlic yakju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increased.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black garlic
yakju were evaluated in terms of color,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and the highest overall acceptability value
was obtained for yakju containing a black garlic concentration of 1-3%. Therefore,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was determined to be 1%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black garlic yakju.

Key words: traditional brewage, black garlic yakju , fermentation.

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 작물로

동서양 식단에서 대표적인 조미료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생마늘

은 항균 및 살균작용, 항산화작용, 혈압 강하작용, 소화촉진, 피

부질환 및 노화 억제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어 건

강기능식품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4). 또한 마늘에 함

유된 allicin, germanium, selenium, cysteine 등 유기 및 무기성분

에 의한 항균, 암세포 생육 억제 작용 및 항알레르기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생마늘을 압착시 마늘 고유의 향이 발

생되는데 이는 조직 파괴로 인하여 세포 내 alliinase가 활성화되

어 alliin이 allicin을 거쳐 복잡한 allyl thiosulfinate류와 allyl disul-

fide류 및 저급 sulfide류를 생성하기 때문이다(7). 또한 생마늘은

빈혈이나 체중감소, 성장장애, 혈청 단백질의 감소 등의 부작용

도 제기되고 있어 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

다(8,9).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흑마늘은 S-allylcysteine, S-allylm-

ercaptocysteine 등 유기 황 화합물과 강력한 과산화수소 제거 특

성을 가지는 tetrahydro-β-carboline 유도체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생마늘은 약 40%

이상의 고형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난분해성 다당류

인 fructan과 소량의 유리당을 함유하고 있으나 흑마늘로 가공시

유리당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13,14).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

리적 기능성을 강화시킨 청주, 약주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해독과 건강 보조 및 질병예방 등 기능성을

가진 약주와 인삼, 오미자, 산수유, 매실, 당귀, 상황버섯, 구기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침출주 및 발효주의 개발과 효능에 관한 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15-17).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지만

매운맛과 독특한 향으로 인해 섭취를 기피하는 소비자들도 생마

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흑마늘 제품은 수익률이 높아 전

국 각지에서 과잉생산 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공품을 개

발하기 위해 흑마늘의 첨가농도를 달리하여 흑마늘 발효주를 개

발하였으며 그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약주 제조용 쌀은 경남 진주지방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를 구입

후 도정기(Deahwa Co., Ltd, Daejeon, Korea)로 15%를 도정하여

원료미로 사용하였고 쌀국은 경남 진주시 진주공동탁주에서 고

두밥에 백국균(Aspergillus niger var. kawachii)을 배양시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흑마늘은 2008년 경남 남해군에서 수확한 마

늘을 고온에서 열처리 후 60oC에서 10일간 열분해 시켜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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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산식품의 흑마늘 추출액(62obrix 이상)을 사용하였다(Table 1).

흑마늘 내성 효모의 분리

흑마늘 성분에 내성을 지닌 효모를 분리하기 위하여 YM(Difco,

Detroit, MI, USA) 액체배지에 흑마늘 농도를 각각 0, 1, 3, 5,

10% 농도로 조정 후 효모를 최종농도 1-2×108 CFU/mL 되도록

접종하고 24시간 동안 진탕배양(30oC, 190 rpm)하여 알코올 생성

능을 확인한 결과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648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를 3% 흑마늘 첨가 PDA(Difco) 평판배지

에 도말하여 30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흑마늘 내성 유무를 확

인하였으며 가장 높은 흑마늘 농도에서 생육 가능한 효모의 콜

로니를 순수 분리하여 흑마늘주 발효용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흑마늘 발효주 제조

약주 제조용 쌀 4 kg을 각각 세척하여 3시간 수돗물에 침지한

후 물 빼기를 실시하고 121oC에서 30분간 증자하여 25oC에서 냉

각하여 고두밥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고두밥에 흑마늘을 각각 0,

1, 3, 5% 첨가하여 물 9,600 mL 및 쌀국 1.5 kg을 첨가하여 35oC

에서 24시간 당화시켰다. 이후 YM 액체 배지에 순수 분리한 흑

마늘 내성 효모를 각각 150 mL씩 접종하여 25oC에서 14일간 발

효시켰다.

이화학적특성

흑마늘 첨가 농도를 달리하여 14일간 발효시키면서 24시간 간

격으로 pH, 환원당 및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최종 발효된

흑마늘주의 유기산 함량 및 색도 등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발효 과정 중 pH 변화는 pH meter(Orion 420A, Walton,

MA, USA)로 측정하였으며, 환원당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

(18)으로 시료 1 mL에 dinitrosalicylic acid 1 mL을 첨가하고

100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증류수 8 mL을 가한 후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알코올 함량은 AOAC법(19)에 따라

시료 100 mL를 증류한 후 15oC에서 주정계를 이용하여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였다. 제조된 흑마늘 발효주의 유기산 함량은 organic

acid kit(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원

심분리(8,000×g, 10 min)하여 균체를 제거한 후 60% perchloric

acid를 50 µL을 첨가하여 0.22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Bil-

lerica, MA, USA)로 여과하였다. Sep-pak C18(Waters Co., Mil-

ford, MA, USA)로 여액에서의 색소 및 단백질 성분을 제거한 후

HPLC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색도 측정은 Chroma meter(Minolta CT 310,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도)값으로

측정하였다.

항산화활성 측정

흑마늘 발효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과 FRAP 활성,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20)으로 측정하였다. 25배로 희

석한 시료 5 mL에 Folin 시약 5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한 다음

10% Na2CO3 용액 5 mL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시간 동안 정

치하고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cat-

ech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다. FRAP

활성은 Benzie와 Strain의(21)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FRAP

reagent 0.9 mL에 시료 0.05 mL을 첨가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

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AP reagent는

25 mL acetate buffer(300 mM, pH 3.6)를 37oC에서 가온한 후,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2,4,6-Tris(2-pyridyl)-1,3,5-tri-

azine, Sigma-Aldrich) 2.5 mL과 20 mM ferric sulfate(FeSO4)

2.5 mL을 가하여 제조하였다. 환원력은 FeSO4· 7H2O(Sigma-Ald-

rich)를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 후 환산하여 계

산하였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은 Kilani 등(22)의 방법으

로 시료 1 mL에 0.2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 Sigma-

Aldrich, USA) 용액을 2 mL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키

고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은 다

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Saverging activity (%)=(1−A1/A0)×100

A1: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A0: 시료 대조군의 흡광도

관능검사 및 통계분석

 관능검사는 사전에 흑마늘 발효주 관능평가에 관한 내용을 충

분히 이해를 시킨 23-40세의 남, 여 3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25oC

에서 14일간 발효시킨 흑마늘 발효주의 색, 맛, 향, 전체적 기호

도를 7점 평점법(23)으로 평가하여 매우 좋다 7, 매우 나쁘다 1

로 점수를 표시하였다.

모든 값은 Sigma Plot(Statistical Analysis Systems for Windows)

10.0을 이용하여 각 시험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결 과

흑마늘주 발효용 효모의 분리

흑마늘 발효주 제조에 적합한 효모를 분리하기 위하여, YM 배

지에 흑마늘 농축액을 각각 0, 1, 3, 5, 10%가 되도록 첨가한 후

흑마늘 내성 유무를 확인하였다(Table 3). 흑마늘을 첨가하지 않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black garlic extract

Proximate composition Contents

Moisture (%) 1)37.70±0.831)1)

Sugar (obrix) 62.00±0.100

Reducing sugar (%) 50.90±0.130

pH 4.20±0.09

Acidity (%) 3.00±0.56

Crude protein (%) 7.08±1.20

Crude lipid (%) 0.88±0.86

1)
Means±SD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HPLC for organic acid contents
analysis

Item Condition

 Column µBondapakTM C18 (3.9×300 mm)

 Mobile phase 0.1% phosphoric acid

 Detector 214 nm

 Flow rate 0.5 mL/min.

 Injection volume 20 µL

 Running time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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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지에서 24시간 동안 생육시킨 효모는 7.94 CFU log/mL 수

준까지 성장하였으나 1%의 흑마늘을 함유한 배지에서는 8.60

CFU log/mL로 흑마늘을 함유하지 않은 배지보다 효모의 성장률

이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3, 5, 10%로 흑마늘의 첨가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모의 생육이 급격하게 억제되었으며 10%

흑마늘을 함유한 배지에서는 효모의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Ji

등(24)은 생마늘 추출물이 효모의 생육을 저해시킨다고 보고하였

으나 아직 흑마늘의 향균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바가 없었으

며, 본 연구결과 흑마늘 추출액도 효모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의 흑마늘을 함유한 배지에서 생육한

콜로니를 선택하고 동일한 농도에서 수회 순수 배양하여 흑마늘

발효주용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흑마늘 발효주의 이화학적 특성

흑마늘 발효주 제조과정 중의 pH를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담금 초기 모든 실험군의 pH는 감소하였으나 발효 5

일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흑마늘 농도와 관

계없이 대부분 pH 4.5 이하로 유지되었다. 발효 초기의 pH 감소

원인은 술덧에서 생성된 유기산 증가에 의한 것이나, 이후 지속

적으로 생성된 아미노산과 알코올, 유기산이 상호 반응을 하여

에스테르 등의 향미성분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pH가 증가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25). Jang 등(26)의 연구에서 시판 약주의 pH는 발

효 초기에서 4일 까지 저하되지만, 이후 숙성기간 동안은 pH 4.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흑마늘 발효주 제조과정 중 환원당 함량 변화를 경시적으로 측

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발효 초기 24시간 동안 당화작용에

의해 환원당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흑마늘 자체에 함유된 당

분으로 인해 첨가 농도에 비례하여 환원당 함량이 차이가 나타

났지만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알코올로 전환되어 급격하

게 감소되었다. 흑마늘 발효주 제조과정 중 환원당 감소 속도는

5% 첨가구가 대조구 및 1, 3% 흑마늘 첨가구보다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발효 8일 이후 14일까지 흑마늘 첨가구 및 대조구의

환원당 함량은 0.5%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후 첨가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im 등(27)은 오가피 추출물을 첨가하

여 제조한 발효주 시험에서 대조구에 비해 오가피 첨가구가 환

원당 함량 2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효 6일부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경향을 제시

하고 있으나, 약주 제조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 환원당 함량의 감소는 동일한 경향으로 나

타났다.

흑마늘 발효주의 발효기간 중 알코올 함량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모든 흑마늘 첨가구에서 발효 6일까지 알코올 생성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발효 8일 이후부터는 미약하게 증가하였고

발효 완료시 19.0% 전후의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흑마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주의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이는 흑마늘 중의 유리당이 발효 중 효모의 영양원

으로 이용되어 알코올 발효가 적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Growth of yeasts on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medium

YM+0% BG1) YM+1% BG YM+3% BG YM+5% BG YM+10% BG

log CFU/mL 7.94±0.143) 8.60±0.02 7.40±0.04 2.60±0.01 ND2)

1)Black garlic
2)Not detected
3)Means±SD

Fig. 2. Changes in reducing sugar contents during fermentation

of black garlic yakju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Fig. 3. Changes in alcohol contents during fermentation of black

garlic yakju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Fig. 1. Changes in pH during fermentation of black garlic yakju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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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Kim 등(27)의 오가피 추출물을 첨가한 발효주의

알코올 함량은 발효초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발효 중반부터 완만

히 증가하였으며 오가피 추출물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

게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흑마늘 발효주의 주요 유기산은 수산, 사과산, 젖산, 구연산이

었으며 흑마늘 첨가 함량이 높을수록 수산, 사과산 및 구연산의

함량은 낮게 나타났고 젖산의 함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구연산은 대조구 및 흑마늘 발효주의 대표적인 유기산이었다(Table

4). So 등(28)은 술덧에 구연산 생성능이 강한 Aspergillus kawachii

를 접종한 쌀국으로 제조한 탁주의 구연산 함량이 높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과산이 감소하고 부드

러운 신맛을 내는 젖산 함량이 증가한 것은 첨가된 흑마늘 유래

의 성분이 젖산으로 변환되는 malolactic fermentation(MLF)의 가

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흑마늘 발효주의 색도 변화는 흑마늘 첨가량이 높을수록 L값

은 감소하였으며 b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그

러나 a값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흑마늘 발효

주는 적색보다는 황색에 가까우며 흑마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흑마늘의 어두운 색상이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흑마늘 발효주의 항산화 활성

14일간 발효시킨 흑마늘 발효주의 총 폴리페놀 함량, FRAP 및

DPPH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흑마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발효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1.51-

190.50 mg%로 흑마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Akira 등(30)은 일반적인 sake의 총 페놀 함량이 155-204

ppm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Ryu 등(31)의

시판 전통 약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1.20-39.40 mg%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는 사용한 원료 쌀의 도정도와 함량, 흑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폴리페놀 성분은 플

라보노이드, 카테킨, 안토시아닌 등의 물질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노화방지, 동맥경화예

방, 항암효과 등을 가진다(32).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흑마늘 첨가구는 대조구 발효주에 비해 항산화, 항당뇨 등과 같

은 다양한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흑마늘 발효주의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활성

을 측정한 결과 흑마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Fe3+를 Fe2+

로 환원시킬 수 있는 환원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농도의 흑마늘 추출물에 비해 흑마늘 발효주의 FRAP 활성은 다

소 낮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대조구 발효주

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 흑마늘 발효주의 FRAP 활성은 첨가되

는 흑마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Jastrzebski 등(33)은 열

처리 시간에 따른 마늘의 FRAP 활성을 통해 열처리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처리 한 흑

마늘에도 항산화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64.02-69.55%로 흑마

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소거능은 높게 나타났으

며 1% 흑마늘 추출물에 비해 흑마늘 발효주가 높게 나타나 흑

마늘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물보다 알코올에서 더 우수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흑마늘을 첨가하지 않은 발효주는 50.0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Shin 등(34)은 10 mg/mL 흑마늘을 물과

에탄올에서 추출하여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각각 69.40,

Table 4. Organic acid contents of black garlic yakju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mg%)

Addition of ratio (%)

0 1 3 5

Oxalic acid 1)1)29.88±1.561) 028.51±0.08 027.08±0.21 23.93±0.79

Malic acid 0495.39±10.20 511.24±1.50 462.72±8.30 457.88±3.210

Lactic acid 1011.98±5.23 1433.55±11.21 1583.51±9.860 1673.17±13.210

Citric acid 1979.26±15.21 1961.03±26.35 1945.44±21.22 1849.22±73.210

1)
Means±SD

Table 5. Effect of black garlic addition on the color values of black garlic yakju

Addition of ratio (%)

0 1 3 5

L value 1)1)98.84±0.121)0 95.44±0.09 91.47±0.14 88.48±0.03

a value -1.13±0.06 -3.34±0.14 03.94±0.12 01.65±0.34

b value -8.16±0.10 21.14±0.64 40.31±0.23 54.50±0.11

1)
Means±SD

Table 6. Total polyphenol contents, FRAP activity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lack garlic yakju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the black garlic

1% BGE1)
Addition of ratio (%)

0 1 3 5

Total polyphenol (mg%) 1)1)20.21±3.862)0 161.51±3.500 169.92±2.830 177.06±1.520 190.50±3.69

FRAP activity (µmol/L) 88.03±1.61 64.24±1.21 78.18±0.50 92.12±2.50 107.58±3.12

Scavenging activity (%) 62.21±0.31 52.02±0.51 64.02±0.32 66.21±0.13 069.55±0.22

1)
BGE: Black Garlic Extract

2)
Mea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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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Yang (35)은 흑마늘 1

mg%를 에탄올에 추출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을 측정한 결과 11.91%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흑마늘 발효주는

흑마늘을 첨가하지 않은 발효주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할 것

으로 사료된다.

관능검사

흑마늘을 첨가하여 제조된 발효주의 색, 향, 맛, 전체적 기호도

는 Table 7에서 나타냈다. 색에 대한 기호도는 흑마늘을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구 발효주가 6.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흑마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는 흑마늘 유래의 어두운 색이 흑마늘 발효주의 색에 대한 기호

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은 1-3% 내외의 흑마늘을

첨가했을 때 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5% 흑마늘

첨가구에서 향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흑마늘 발효주의

맛에 대한 기호도는 1%의 흑마늘을 첨가구가 6.10으로 가장 높

았고 3% 흑마늘 첨가구가 5.90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인 기호도도 1, 3% 흑마늘 첨가구에서 각각 5.90, 5.70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쓴맛, 떫은 맛을 내는 페

놀계 성분이 흑마늘에서 용출되어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를 감소

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14,23).

환원당, 알코올 함량 등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은 결론

적으로 흑마늘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관능검사를 통한 기호도는 3% 이내의 흑마늘을 첨가 한 시

험구가 높게 나타났다. 흑마늘주 발효주의 기능적 특성뿐만 아니

라 원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 흑마늘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능성 약주의 대부분은 한약재를 첨가하여

향미를 강화시킨 것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

했으나 자극적인 향을 감화시킨 흑마늘 발효주를 개발함으로써

기능성과 기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고품질 전통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자극적인 냄새와 맛은 감소되고 당도가 높아 마늘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섭취하기 용이한 흑마늘이 전국적으로 개발되어 기능

성 식품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흑

마늘 발효주를 개발하고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흑마늘 발효주 제조용 효모는 흑마늘 첨가 YM 배지에서 생육

가능한 균주를 선발ㆍ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발효 중 모든 흑마늘

첨가 구의 pH는 4.5 이하를 유지하였고, 24시간 당화로 생성된

환원당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발효기간

중 효모에 의해 당에서 전환된 알코올 함량은 발효 6일째까지 급

격하게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19%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제

조된 흑마늘 발효주의 주요 유기산은 수산, 사과산, 젖산 및 구

연산이며 흑마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L값은 감소하고 b

값은 증가하여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흑마늘 발효주의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및 FRAP

활성은 흑마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나 흑마늘 발

효주가 대조구인 일반 발효주에 비해 항산화능이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관능평가 결과 1%의 흑마늘을 첨가하는 것이 기호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흑마늘 발효주는 국내 발효주 시장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소비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저장성 연구,

향기성분 분석, 기능성 분석, 침전생성 방지 및 조미 기술 확립

등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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