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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Red Garlic Durin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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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d garlic were investigated in each of the four steps of its 
processing, and were compared with those of fresh and black garlic. With the progress in processing, the lightness 
value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colors of the red garlic significantly decreased. The hardness was highest in 
the fresh garlic and lowest in the black garlic. During processing, the red garlic tended to become hard. The crude- 
protein and ash contents were highest in the red garlic (step 4), but its moisture content was the lowest. The crude- 
lipid content of the red garlic was lower than that of the fresh garlic. The pH of the red garlic showed little 
difference from that of the fresh garlic, but the black garlic was significantly, acidified. The acidity and pH contradicted 
each other : the black garlic had the highest acidity, and the acidity of the red garlic was within the low range. 
The fresh garlic had the lowest in reducing-sugar content, but such cont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red 
garlic and black garlic. Six kinds of organic acid were detected in the fresh garlic, and the same contents were  
also quantified in the red garlic until third step. In step 4, malic acid was not detected in the red garlic. Acetic 
and citric acid were only in the black garlic. S-allyl cysteine content of the red garlic was 18.05±0.53 mg/100 
g, similar to that of the black garlic (19.43±0.50 mg/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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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채소

로서 독특한 향미 특성뿐만 아니라 항혈전작용, 항암작용,

혈압강하작용, 콜레스테롤저하 및 노화방지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1-5).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함

황아미노산의 일종인 alliin이 alliinase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매운 맛과 냄새가 나는 allicin으로 바뀌는데(6,7) 마늘

에서 가장 문제 시 되는 독특한 냄새는 구근의 외피에 부착

되어 있어 제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8). 마늘의 냄새를

유발시키는 alliinase는 기질, 온도, pH 등에 의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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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므로(9), 마늘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마늘을 찌거나 구워 alliinase를 불활성화 시키

는 열처리 가공이 저장기간의 연장과 품질 및 맛의 개선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10,11).

열처리를 마늘가공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로서 마늘을

고온에 유지할 경우 Maillard 반응에 의해 갈변물질이 생성

되어 점차 검게 변하며 단맛이 증가하고, 향과 조직감이

변화된 흑마늘을 들 수 있다(12). 갈변은 비효소적인

Maillard 반응에 의해 식품의 가공이나 저장 중 식품 자체의

색이 점차 갈색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으로서 반응의

진행정도에 따라 생성된 갈색 물질은 식품의 품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13). 흑마늘은 가공 중 갈변뿐만

아니라 일부 영양소의 파괴 및 활성물질의 손실 등이 일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함유되어 있던 성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Red Garlic During Processing 899

분들의 화학적 변환이 일어나면서 생리활성물질이 증가하

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14). 흑마늘로 가공되면서 함량

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활성물질 중 하나인 S-allylcysteine

(SAC)은 수용성의 황화합물로 항산화, 암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동맥경화 개선, 심장질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15-18).

이러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흑마늘은 가공 시 많

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담도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흑마늘의 가공상 단점을 보완하고자

갈변반응을 응용하여 갈변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붉은색의

성상을 가지며, 생마늘에 비해 생리활성이 증진된 새로운

마늘가공품인 홍마늘이 제안되어 졌다(19,20). 본 연구에서

는 홍마늘의 생리활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생마늘 및 흑마늘

과 차별화되는 홍마늘의 품질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의 일환

으로 홍마늘의 제조 공정을 온도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얻은 홍마늘 및 생마늘과 흑마늘의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경남 남해군에서 2011년 수확된 최상품의 깐마늘을 생마

늘 및 홍마늘 제조용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흑마늘 제조용

마늘은 통마늘 형태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홍마

늘의 제조 조건은 (재)남해마늘연구소에서 출원중인 숙성

홍마늘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11-0109281) 특허를 개량

하여 Table 1과 같이 제조하였다. 흑마늘은 항온항습기

(JSRH-500CP, JSR, Korea)를 이용하여 60~90℃의 온도조

건에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Condition of production red garlic

Step Condition Temp. (℃) Humidity(%) Time(h) Try type

1 Freezer -80 - 24 Closed Test

2 Aging 80 - 36 Closed Test

3 Aging 60 60 12 Closed Test

4 Aging 60 - 5 Open Test

시료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무게에 대하여 각각 10배의 증류

수를 가하고 진공 추출기 (COSMO-660, Kyungseo machine,

Korea)를 이용하여 120℃에서 2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각각 압착하여 여과한 다음 동결건조 하였다. 동결

건조물은 분말화 한 후 다시 일정 농도로 3차 증류수에

녹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홍마늘의 제조 과정 중 색도 변화는 마늘 표면의 외부색

과 세로로 중심부를 절단한 내부색으로 나누어 색차계

(Ultrascan VIS, Hunter Lab, USA)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의 L값은 99.41, a 값은 -0.13, b값은 0.05였다.

조직감 측정

0.5 cm 두께로 슬라이스 한 마늘은 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England)를 이용하여

각 시료 군별로 10개 이상 시료의 전단가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texture analyzer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conditions for share force

Items Conditions

Instrument Texture analyzer
(Model 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England)

Prove Φ 4 cm cutting prove

pre-Test speed 1.0 mm/s

Trigger force 50.0 g

Test speed 5.0 mm/s

Return speed 5.0 mm/s

Test distance 2.0 mm

Test cycle 1.0

일반성분

수분함량은 분쇄한 시료를 약 1.0 g 정도 취하여 적외선

수분측정기 (MB 25, OHAUS,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AOAC법(21)에 따라 조지방 함량은 Soxhlet추출

법,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 회분은 550℃ 직접 회화

법으로 각각의 시료를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pH 및 산도 측정

pH는 각 시료 10 g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만든

다음 원심분리 (6,000×g, 10 min)한 상층액을 pH meter

(Model 720, Thermo, USA)를 이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

다. 산도는 마쇄한 시료 10 g에 증류수를 가하여 50 mL로

만든 다음 원심분리 (6,000×g, 10 min)하여 여과지로 여과

한 여액 10 mL에 0.1 N NaOH를 가하여 pH 8.4까지 적정한

다음 소비된 0.1 N NaOH의 양으로부터 환산하여 acetic

acid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환원당의 정량

환원당은 DNS법(22)에 따라 시료 5 g을취하여 50 mL로

정용한 다음 진탕혼합하고 원심분리 (6,000×g, 10 min)를

거쳐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을 시료액으로 하였다. 시료액

은 분석을 위한 적정농도로 만들기 위하여 다시 증류수를

가해 10배 희석한 후 1 mL를 취하였다. 여기에 DNS시약

3 mL을 가한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중탕 가열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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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에서 냉각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0.2~2.0 mg/mL 농도범위에서

작성한 검량곡선에 따라 정량하였다.

유기산 함량분석

일정량의 시료에 3차 증류수를 가하여 10배 희석한 후

진탕 추출한 여액을 0.45 μm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액을

HP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Australia)로 분석하

였다. 이때 칼럼은 XBridgeTM C18 (5 μm, 4.6 mm ☓ 150

mm, Waters)을 이용하였고, 칼럼 온도는 30℃로 유지하였

다. 이동상 용매는 pH 2.0의 20 mM aqueous phosphate buffer

: acetonitrile = 99 : 1(v/v)을 사용하였으며, 0.38 mL/min의

유속을 유지하였다. 시료액은 10 μL를 주입하였으며, 210

nm에서 UV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각 유기산의

함량은 25~200 μg/g의 범위로 제조된 각각의 표준물질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여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으며, 각각의 시료는 3회 이상 반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리아미노산 정량

유리아미노산은 Sung 등(23)의 방법에 따라 시료 0.1 g에

에탄올 150 mL를 가하여 균질화한 다음 원심분리(6,000×g,

10 min)하였다. 잔사에 80% 에탄올 75 mL를 가하여 2회

반복추출한 후 상층액을 취해 농축한 다음 에테르로 탈지

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이 액을 일정량 취하여 농축한

다음 pH 2.2의 lithium citrate buffer를 가해 10 mL로 정용하

고,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Biochrom 30+ amino acid analyzer, Biochrom Ltd, England)

로 분석하였다.

S-allyl cysteine 함량분석

분쇄한 마늘 시료에 3차 증류수를 가하여 10배로희석한

후 1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한 상층액을 시료액으

Table 3. Hunter color value of extra and inner part from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Condition

Hunter color value

Extra part Inner part

L a b L a b

Fresh garlic 79.84±3.36e -1.63±0.32a 23.25±1.69bc 83.77±1.50f -2.72±0.70a 19.02±3.00b

Red garlic

Step 1* 65.94±3.43d 0.85±0.46b 23.12±1.99bc 67.53±3.30e 0.79±0.52b 27.81±10.16c

Step 2 55.95±2.80c 10.09±0.50c 28.55±3.30d 64.42±4.91d 6.97±0.75c 31.50±1.68c

Step 3 55.56±2.28c 9.14±0.68c 25.51±2.23cd 60.78±5.84b 9.53±0.79d 32.47±2.07c

Step 4 41.58±0.71b 16.90±1.53d 20.87±4.18b 62.21±3.81c 10.67±0.95e 30.83±0.44c

Black garlic 23.04±1.29a 1.18±0.44b 1.02±0.60a 23.61±0.49a 1.23±0.51b 0.54±0.54a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하였다. 시료액 2 mL에 증류수, 메탄올 및 triethylamine

의 동량혼합액을 가하고 진공농축기로 완전건고 시킨다음

유도체화를 위하여 phenylisothiocyanate (PITC) : 증류수

: 메탄올 : triethylamine = 0.1 : 2 : 5 : 0.9로 혼합한 용액을

10 mL 가하여충분히 교반하였다. 이를 다시 진공농축기로

완전건고 시킨 후 30% acetonitrile용액 10 mL에 재용해

시킨 다음 0.45 μm filter로 여과하여 HP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Australia)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을 위한 칼럼은 Watchers 120 ODS-BP (5 μm,

4.6 mm ☓ 250 mm, Watchers)을 이용하였다. 이동용매는

acetonitrile과 0.1% acetic acid 혼합액을 비율별로 조절하면

서 사용하였고, 칼럼 온도는 30℃로 유지하였으며, 254 nm

에서 UV검출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시료 중 SAC 성분

은 표준물질과의 머무름 시간 비교 및 동시주입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함량은 7.8~1,000 μg/g의 농도범위로 제조한

표준용액을 시료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3회 이상 반

복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SPSS package 12.0을 이용하

여 실험군당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의 변화

생마늘, 숙성단계별 홍마늘 및 흑마늘을 중심단면을 기

준으로 절단한 뒤 외부와 내부로 나누고 색도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3과 같다. 마늘 외부색의 명도(L)는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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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 79.84±3.36이었으나 홍마늘은 숙성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최종 단계에서(step 4)는 생마늘

에 비해 약 48% 감소하였으며, 흑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72% 더 낮았다.

적색도(a)는 생마늘의 경우 붉은색보다는 약한 녹색도가

측정된 -1.63±0.32인 반면 홍마늘은 0.85±0.46~16.90±1.53

의 범위로 숙성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최종

완성된 홍마늘의 적색도는 16.90±1.53으로 유의적으로 높

아 적색도가 1.18±0.44인 흑마늘에 비해서도 뚜렷한 차별

성이 있었다.

황색도(b)는 생마늘과 홍마늘 숙성 step 1에서는 유의차

가 없다가 step 2에서 28.55±3.30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Step 4에

서는 20.87±4.18로 생마늘에 비해 11%나 낮았으나 황색도

가 가장 낮은 흑마늘(1.02±0.60)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다.

마늘 내부색 역시 외부색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이었고

생마늘에 비해 홍마늘이 숙성단계를 거치면서 명도는 감소

하고 적색도 및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Step 4에서 적색도는

10.67±0.95으로 외부색에 비해 더 낮았고, 황색도는 홍마늘

숙성 전 단계에서 27.81±10.16~32.47±2.07의 범위로 외부

색보다 높았다.

경도의 변화

생마늘, 숙성 단계별 홍마늘 및 흑마늘의 경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생마늘의 경도는 752.73

±50.69 cm/kg
2
으로 가장 높았고, 흑마늘이 109.43±8.73

cm/kg2으로 가장 낮은 반면 홍마늘은 숙성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Step 1에서는 마늘의 경도

는 444.83±40.49 cm/kg
2
으로 냉동과 해동을 거치면서 물리

적 변화를 받아 생마늘에 비해 40.9%나 감소하였고, step

2에서는 고온에서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430.10±131.54

cm/kg
2
으로 미미한 감소를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그

Fig. 1. Share force value of fresh red(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후 경도는 점차 증가하여 step 4에서는 711.60±75.19

cm/kg
2
으로 실험군 중 가장 경도가 높았다.

온도를 달리하여 마늘을 숙성시키면서 경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숙성초기에는 숙성조건의 열에 의해

마늘의 육질부가 물러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어육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숙성 후기에는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4).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였으며, 홍마늘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여러 차례의 연구결과 홍마늘의 발색 정도는

수분의 감소와 상관성이높아 일정 색을 발색시키기 위해서

는 수분의 제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발색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로 수분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일반성분의 함량

홍마늘의 제조 단계별 수분, 조지방, 조단백 및회분 함량

변화를 생마늘 및 흑마늘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수분 함량은 생마늘이 62.63±2.15 g/100 g으로 가장

높았고 홍마늘은 숙성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급격히감소하

여 step 4의 시료는 생마늘에 비해 48%나 낮아 32.52±1.52

g/100 g이었고, 흑마늘은 53.42±0.62 g/100 g으로 생마늘의

수분 함량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홍마늘 숙성 중의

step 1은 생마늘을 냉동 처리 후 해동한 시료로 생마늘의

수분 함량과 유의차는 없었고, step 2와 step 3는 밀폐형

용기를 사용함에 따라 step 4에 비해 수분의 변화가 적었으

며 두 시료군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반면 step 4는

수분 함량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마늘 특유의 붉은색 발현을 위하여 천공된 용기를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함에 따라 수분의 감소가급격히진행

되었기 때문이다.

조지방 함량은 생마늘은 2.37±0.66 g/100 g, 홍마늘은

2.40±0.35~2.83±0.28 g/100 g의 범위였고, 흑마늘은 4.33±

0.38 g/100 g이었다. 홍마늘은 step 1~3까지는 생마늘과 조

지방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마지막 step 4에

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흑마늘의 조지방 함량이 유의

적으로높은 것으로 보아 홍마늘 및 흑마늘의 조지방 함량

은 지용성 갈변물질의 용출이 증가하면서 그 함량도 높게

정량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단백의 함량은 생마늘에서 6.08±0.13 g/100 g이었는데

홍마늘로 숙성되면서 그함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Step 1에

서는 생마늘과 유의차가 없었으나 step 2~3에서는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고, step 4에서는 9.98±0.00 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다. 흑마늘에서는 4.97±0.00 g/100 g으로 생

마늘보다 오히려 더 함량이 낮았다.

회분의 함량은 생마늘이 1.32±0.49 g/100 g으로 가장 낮

았으며, 생마늘에 비해 홍마늘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그 함

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흑마늘은 홍마늘의 숙성 초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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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와 유사한범위였다. 그러나회분의 함량은 3.0 g/100

g 미만이었고, 함량 변화에 대하여 생마늘과 step 4를 제외

하고는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4. General composition of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g/100 g)

Condition Moisture Crude lipid Crude protein Ash

Fresh garlic 62.63±2.15
f

2.37±0.66
a

6.08±0.13
b

1.32±0.49
a

Red garlic

Step 1
*

60.17±0.52
e

2.40±0.35
a

5.96±0.07
b

1.80±0.09
ab

Step 2 46.12±0.08
c

2.42±0.47
a

6.40±0.01
c

2.43±0.24
ab

Step 3 42.17±0.83
b

2.53±0.19
a

6.45±0.28
c

2.20±0.94
ab

Step 4 32.52±1.52
a

2.83±0.28
b

9.98±0.00
d

2.98±0.82
b

Black garlic 53.42±0.62
d

4.33±0.38
c

4.97±0.00
a

1.78±0.02
ab

*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H 및 산도

생마늘, 숙성 단계별 홍마늘 및 흑마늘의 pH와 산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생마늘의 pH는

6.65±0.02였으며 홍마늘 제조시 -80℃에서 24시간 냉동처

리 후 해동한 step 1에서는 6.78±0.02로 생마늘보다 높았고

그 이후부터는 6.19±0.01~6.02±0.02의 범위로 유의적으로

약산성화되는 경향이었다. 흑마늘의 pH는 4.09±0.01로 마

늘의 갈변화가 진행될수록 pH는 산성화되었다. 홍마늘의

pH는 생마늘과 차이가 적었으나 숙성기간이 경과할수록,

갈색물질의 생성량이 많아질수록 점차 산성화되었고, 흑마

늘의 pH가 강산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숙성 마늘의 pH

저하는 숙성과정에서 생성되는 갈변물질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유사한 반응 기작에 의한 홍삼 제조 시에도 갈변물질의

생성과 더불어 pH가 산성화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산성

화가더 빨리 일어났으며(13), 열처리한 홍삼 엑기스에서도

Table 5. pH and acidity of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Condition pH Acidity(%)

Fresh garlic 6.65±0.02e 0.69±0.03b

Red garlic

Step 1* 6.78±0.02f 0.62±0.01a

Step 2 6.19±0.01d 0.76±0.03c

Step 3 6.06±0.02c 1.03±0.02d

Step 4 6.02±0.02b 1.15±0.00e

Black garlic 4.09±0.01
a

2.52±0.02
f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H는 온도가 높을수록 숙성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성화 된

다고 보고되어 있다(25). 홍삼의 갈변시 pH 저하는 제조과

정 중에 생성되는 지방산이 주요 원인이 되며, pH가낮아지

면 열처리에 의해 aldohexose의 aldehyde기가 산화되어 생

성된 carbonyl기로 인하여 지방산의 분자량이 커지고, 갈변

반응은더욱촉진된다(26).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갈변용액

과 pH의 변화와의 상관성이 연구되었는데, pH는 갈변반응

의 중요 영향 요인으로 pH 4.7~5.6의 범위에서 2배 이상이

촉진되고 pH가 낮아질수록 갈변용액은 고분자화 되며, pH

7 이상에서는 탈색되기 시작하는데 pH가 높아지면 반응물

의 분자량은 작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13).

산도는 pH의 변화와는 상반되는 경향으로 흑마늘이

2.52±0.02%로 가장 높은 반면 홍마늘은 이보다 낮은

0.62±0.01~1.15±0.00%의 범위였고,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환원당의 정량

생마늘, 숙성 단계별 홍마늘 및 흑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생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53.52±0.26

mg/100 g으로 가장낮았고, 홍마늘로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

면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63.22±3.17~68.13±3.31 mg/100

g의범위였다. 홍마늘은 step 1에서는 생마늘에 비해 환원당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step 2~4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흑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월등히 높아

133.69±1.96 mg/100 g이었으며, 이는 생마늘보다 2.5배나

더 높은 함량이었다. 홍마늘의 환원당 함량은 생마늘 보다

15.3~21% 정도 더높았으나 흑마늘의 약 50%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아 마늘은 숙성되면서 갈변과 더불어 점차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성분 중 감미를 나타내는당질의 대부분은 환원성을

가진 물질이므로 환원당을 정량함으로써 감미의 정도를

간접 평가할 수 있으며, 마늘의 숙성 중 색의 변화는 마늘

자체 성분에 있는당과 아미노기간의 반응으로 이 반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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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당만이 참여하고 있고 비환원당은 충분히 분해되어

환원당이 되지 않으면 갈변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2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늘의 숙성 중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마늘 중에 있던 비환원성 당류가 분해되어

환원당으로 변화되고, 또 이렇게 분해된 환원당이 갈변반

응에참여하고 있음을알수 있으며, 환원성당류가 감미를

나타내므로 갈변반응이 진행될수록 마늘의 감미도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다(28).

Table 6. Contents of reducing sugar in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mg/100 g)

Condition Contents

Fresh garlic 53.52±0.26
a

Red garlic

Step 1
*

63.22±3.17
b

Step 2 65.42±2.37c

Step 3 67.44±5.64c

Step 4 68.13±3.31c

Black garlic 133.69±1.96d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기산 정량

생마늘, 숙성 단계별 홍마늘 및 흑마늘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총 11종의 유기산을 분석

한 결과 6종의 유기산이 정량되었다. 생마늘과 홍마늘 제조

공정 중 step 3까지는 6종의 유기산이 정량되었으나 step

4에서는 malic acid를 제외한 5종이 검출되었고 흑마늘은

acetic acid 및 citric acid의 2종만이 검출되어 마늘을 장기간

숙성 시 일부 소실되는 유기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늘 숙성 중 succinic acid는 생마늘 및 홍마늘 step 1에서는

동일하게 0.67 mg/100 g로 적은 양이 검출되었으나 step

2, 3에서는 각각 161.56±1.52 mg/100 g과 166.39±2.41

mg/100 g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step 4에서는 98.77±2.60

Table 7. Contents of organic acid in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mg/100 g)

Condition Mal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Fumaric acid Succinic acid

Fresh garlic 204.94±1.00c 538.79±0.25b 591.55±3.53b 661.88±2.24d 6.33±0.01a 0.67±0.00a

Red garlic

Step 1
*

221.18±4.20
d

381.81±0.05
a

226.32±10.70
a

983.45±30.50
f

10.92±0.21
c

0.67±0.00
a

Step 2 173.96±2.09b 1352.26±1.55e 1194.42±7.78e 427.25±1.41a 4.77±0.06b 166.39±2.41d

Step 3 158.64±1.02
a

1260.86±0.45
d

1129.60±0.25
d

538.39±2.53
c

18.12±0.01
e

161.56±1.52
c

Step 4 ND 1200.54±0.78c 767.20±2.41c 467.11±1.91b 14.05±0.01d 98.77±2.60b

Black garlic ND ND 2347.23±14.12
f

918.64±0.31
e

ND ND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g/100 g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숙성

기간이 요구되는 흑마늘에서는 succin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lactic acid도 동일하였는데 이들 두

유기산은 생마늘, 홍마늘 및 흑마늘 간에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가지는 성분이므로 마늘의 숙성 단계를 확인하는

주요 성분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유기산의 총량은 생마늘이 2,004.16

mg/100 g, 홍마늘(step 4)은 2,547.67 mg/100 g, 흑마늘은

3,265.87 mg/100 g으로 생마늘 보다는 숙성 마늘에서 유기

산 종류는감소하지만총함량은 증가함을 확인할수 있었다.

유리아미노산의 정량

숙성기간별 홍마늘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6종이 검출되었다(Table 8). 홍마늘(step 4)의 유리아미

노산 총량은 23,520.48 μg/g으로 생마늘(12,075.10 μg/g)에

비해 48.6% 더 높았다. 그러나 흑마늘의 유리아미노산의

총량은 9,092.35 μg/g으로 생마늘에 비해 더 낮은 함량이

었다.

마늘 중의 유리아미노산은 arginine, alanine 및 proline이

비교적 높은 함량이었는데, 생마늘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

었던 arginine은 4,617.05±247.64 μg/g이던 것이 홍마늘 숙

성과 더불어 step 3까지는 감소하였다가 step 4에서

7,720.26± 10.99 μg/g으로 더 증가하였으며, 흑마늘에서는

2,452.23± 55.31 μg/g으로 홍마늘에 비해 오히려 그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alanine이나 proline에서도 유사

한 경향이었다. Shin 등(29)은 흑마늘 가공 중 아미노산의

함량변화는 숙성 초기는 가열에 의한 분해에 기인하는데

분해된 아미노산은 갈변반응에 관여함으로서 함량이 감소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분의 감소에 의해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홍마

늘 숙성 중 step 3까지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것도 동일한 경향으로 판단된다.

생마늘, 홍마늘 및 흑마늘 중의 아미노산 함량은 아미노

산에 따라 그 증감의 패턴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aspartic

acid와 glutamic acid 등과 같은 아미노산은 생마늘에서 높

은 함량이다가 홍마늘로 숙성되면서 그 함량이 감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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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in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μg/ g)

Amino acids Fresh garlic
Red garlic

Black garlic
Step 1

*
Step 2 Step 3 Step 4

L-Aspartic acid 1.82±0.13 0.80±0.02 12.78±1.47 1.11±0.01 0.79±0.00 0.02±0.00

L-Threonine 404.45±12.54 175.95±6.21 191.04±241.48 198.63±0.15 199.97±21.87 244.75±10.54

L-Serine 1.07±0.12 10.96±1.22 217.83±214.21 153.37±0.21 113.47±0.99 0.52±0.00

L-Glutamic acid 999.05±0.15 1006.16±13.45 1017.46±214.15 649.96±24.41 752.18±10.44 76.30±0.01

L-Proline 1089.02±24.89 954.50±15.59 1709.54±64.24 1496.18±28.31 3378.04±71.18 1710.47±50.24

Glycine 415.10±34.11 367.19±17.48 297.62±13.21 192.77±13.33 427.79±9.54 217.65±12.46

L-Alanine 1322.44±24.12 600.42±52.26 433.78±7.24 24.00±0.48 1153.03±111.22 1212.34±77.87

L-Valine 719.90±12.67 625.11±32.11 495.04±9.45 450.51±6.77 853.42±10.28 768.07±10.54

L-Methionine 120.14±0.27 71.67±3.24 180.17±12.11 117.92±12.15 147.53±9.87 39.36±1.18

L-Isoleucine 156.11±8.34 131.25±12.45 135.66±14.54 77.38±2.48 773.98±70.31 183.83±12.22

L-Leucine 348.24±15.68 305.00±21.47 327.98±20.10 265.05±13.24 1389.40±200.13 347.73±4.78

L-Tyrosine 663.66±34.11 436.30±46.24 642.37±8.19 398.40±17.15 1316.62±27.48 374.09±8.54

L-Phenylalanine 768.81±61.12 571.25±21.17 583.14±2.64 415.08±10.15 269.55±10.28 776.71±89.10

L-Lysine 259.62±27.15 190.84±3.66 454.41±0.25 318.55±18.21 433.85±31.85 520.04±10.10

L-Histidine 188.62±12.57 126.25±3.15 339.15±12.54 240.70±4.34 4590.61±6.12 168.25±1.25

L-Arginine 4617.05±247.64 3284.23±115.45 3037.02±12.48 1994.34±105.67 7720.26±10.99 2452.23±55.31

Total 12,075.10 8,857.88 11,794.00 6,993.95 23,520.48 9,092.35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흑마늘에서는 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마늘 중의 주요 함

황아미노산인 methionine의 경우 생마늘과 홍마늘에서는

100 μg/g 이상의 함량이었으나 흑마늘에서는 39.36±1.18

μg/g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 valine, isoleucine,

threonine 등의 아미노산도 생마늘에서 홍마늘로 가공되면

서 그 함량이 월등히 증가하지만 흑마늘이 되면서 그 함량

은 오히려 감소하여 흑마늘 중의 함량이 생마늘에 비해

더 낮았다. 이처럼 홍마늘과 흑마늘 중의 아미노산 함량이

상이한 것은 가공 공정 동안 이들 아미노산의 분해속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갈변반응에 참여하는 아미노산 종류 및

반응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Kim 등(30)은 열처리 방법에 따른 마늘의 성분 분석 중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생마늘에서는 arginine

함량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lysine, glycine, histidine 순이었

으며, 열처리한 마늘의 총 유리아미노산은 생마늘과 비슷

한 함량이라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Granroth(31)는 마늘 중의 아미노산은 향기의 전구물질

생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마늘의 향기 전구물질인 allyl-L-cysteine sulfoxide 및

methyl-L-cysteine sulfoxide 화합물의 생합성에 serine,

cysteine 및 valine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갈

변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향기 전구물질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함량의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갈변반응에 따른

향기성분과 아미노산 함량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allyl cysteine(SAC)의 정량

마늘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생물학적 유용성을 나타내는

지표물질 및 기능성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중

aged garlic extract(AGE)는 S-allyl cysteine(SAC)을 포함하

고 있으며, SAC는 라디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므로 과

산화수소에 의한 세포 손상과 지질과산화 등을 감소시킨

다(32).

생마늘 및 흑마늘의 SAC의 함량(Table 9)은 각각

14.11±0.30 mg/100 g 및 19.43±0.50 mg/100 g으로 정량되었

고 숙성 단계별 홍마늘은 생마늘과 흑마늘의 중간 범위인

13.96±0.45~18.05±0.53 mg/100 g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홍

마늘 숙성 중 step 1과 2의 SAC 함량은 생마늘과 유의적인

차이가없었으나 그이후부터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생마

늘에 함유되어 있던 SAC가 홍마늘과 흑마늘처럼 갈변반응

을 거치면서 그 함량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 모델계에서 ajoene, diallyl sulfide류 및 SAC 등은

여러가지 발암원에 의해 유발되는 암 발생을 억제하며, 지

질대사를 조절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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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활성화 저해를 경유한 혈전 생성 억제 작용이 있어

결과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며,

SAC는 또한 노화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Table 9. Contents of S-allyl cysteine in fresh, red (processing step
1-4) and black garlic

(mg/100 g)

Condition S-allyl cysteine

Fresh garlic 14.11±0.30a

Red garlic

Step 1* 13.96±0.45a

Step 2 14.43±0.45a

Step 3 15.71±0.59b

Step 4 18.05±0.53
c

Black garlic 19.43±0.50
d

*Refer to the Table 1.
Values are mean±SD (n=3).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생마늘과 흑마늘의 중간 특성과 성상을 지니는 홍마늘을

개발하고 그 품질특성을 규명하고자 홍마늘의 제조공정을

온도 변화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각 제조 단계에서 얻은

홍마늘의 이화학적 특성을 생마늘 및 흑마늘과 비교․분석

하였다. 홍마늘의 외부색과 내부색은 숙성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생마늘에 비해 L값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조직감

은 생마늘에서 가장높았고, 흑마늘이 가장낮은 반면 홍마

늘은 숙성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단단해지는 경향이었

다. 숙성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홍마늘의 수분 함량은급격

히 감소하였으며, 조지방 함량은 생마늘과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었고 조단백 함량은 점차 증가하였다. 홍마늘의 pH

는 생마늘과 차이가 적었으나 숙성기간에 따라 갈색물질의

생성이 진행되면서 6.78±0.02에서 6.02±0.02로 산성화되었

다. 산도는 pH의 변화와는 상반되는 경향으로 흑마늘이

가장높았고 홍마늘에서는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증가

하였다. 환원당 함량은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홍마늘은 생마늘에 약 1.3배 흑마늘은 2.5배

정도 더 높은 함량이었다. 마늘 중의 유기산은 총 6종이

검출되었는데 홍마늘과 흑마늘로 숙성되면서 검출되는 유

기산의 종류는 감소하였으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의총 함량은 생마늘에 비해 홍마늘에서월등

히증가하였으나 흑마늘에서는 오히려큰폭으로 감소하였

다. 숙성단계를 거치면서 홍마늘의 SAC 함량은 점차 증가

하여 step 4에서는 18.05±0.53 mg/100 g으로 생마늘(14.11

±0.30 mg/100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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