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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에서 알코올 유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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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hanges in the organosulfur compounds of garlic (by fermentation with lactic
acid bacteria) and the effects of these fermented garlic extracts on alcohol-induced cytotoxicity in CYP2E1-
transfected HepG2 cells. Lactobacillus plantarum has the highest growth rate in a garlic medium and the S-all-
yl-L-cysteine (SAC) in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actobacillus plantarum and Pediococcus pentosaceus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other lactic acid bacteria strains (p<0.05). The SAC, S-ethyl cysteine
(SEC) and S-methyl cysteine (SMC) in garlic extracts were all increased by fermentation with lactic acid
bacteria. However, alliin in the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actic acid bacteria strains was lower than the
original garlic extract and the contents of cycloalliin in the garlic extracts did not change with fermentation
(p<0.05).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he fermented garlic extracts increased with dose. The electron donat-
ing ability of the fermented garlic extract with L. plantarum and P. pentosaceus was over 90% efficient at
5 mg/g. The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actic acid bacteria) and garlic extract were not influenced, up
to 100 μg/mL, in CYPE1-transfected HepG2 cells. The CYPE1-transfected HepG2 cell viabilities were 92.60%
and 92.23% when treated with both alcohol (200 mM) and fermented garlic extract (100 μg/mL) with lactic acid
bacteria respectively, for 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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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소화 및 배설 기능, 영양

소 저장, 새로운 물질 합성, 해로운 화학물질을 해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은 혈액의

흐름이 매우 풍부한 기관으로 혈류를 통한 독성물질의 침투

도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인 에탄올 섭취의

경우에도 간세포에 장애를 초래하여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및 간 경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간질환은 한국인에 있어서 암, 당뇨병과 함께 가장 발생빈도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세계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간 손상으로 인한

간장해에 대하여 다양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

나 결정적으로 유효한 약물은 별로 없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는 한약재를

조합한 한방제가 경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2). 근래 만

성적인 알코올 섭취 시 유도되는 CYP2E1 효소 활성이 간

손상의 중요 인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험적으로 CYP2E1

의 유도가 감소됨으로써 간 손상의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백합과(Liliaceae)의 파속(Allium)에 속하

는 마늘(Allium sativum L.)에는 다량의 유기황화합물이 존

재하는데 이는 마늘의 주요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함과 동시

에 강한 향과 매운맛을 유발하는 물질들로 식용함에 있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마늘에 기인하는 맛과 향을

억제하기 위해 고온숙성 혹은 열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열에 의해 효소 활성도가 떨어져 allicin이 감소되어 마늘

특유의 독특한 맛과 향은 부드러워지며 단맛이 강해진다

(4-7). 또한 폴리페놀류의 함량이 증가하며, 생마늘에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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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ctic acid bacteria for fermentation with garlic extracts

Lactic acid bacteria 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Sample name

Non bacteria
Lactobacillus helveticus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reuteri
Lactobacillus plantarum BL2
Pediococcus pentosaceus BL1

－
KCCM11223
KCCM35469
KCCM12452
KCCM40717
KCCM11004P
KCCM11019P

Control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 helveticus (FGLH)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 fermentum (FGLF)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 casei (FGLC)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 reuteri (FGLR)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L. plantarum BL2 (FGLP)
Fermented garlic extracts with P . pentosaceus (FGPP)

재하지 않은 S-allyl cystein(SAC)이라는 수용성의 유황아

미노산이 생성되어 생마늘보다 항산화력이 상승하고, 암예

방, 콜레스테롤 저하, 동맥경화 개선, 심장질환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0). 숙성마늘의 다양

한 효과가 연구되어 왔으나 자가 숙성할 경우 20～30일로

숙성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숙성

흑마늘이 갖고 있는 기호성을 증진시키면서 제조공정을 단

축시키고자 다양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마늘을 제조하

고 유효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의 변화량을 유산균 균주별로

비교 측정하였다. 또한 유산균발효마늘이 CYP2E1 매개로

일어난 알코올성 간손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CYP2E1-transfected HepG2 세포에 에탄올과

발효마늘 추출물을 투여하고 세포활성을 측정하여 발효마

늘의 알코올성 간손상에 대한 보효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과 마늘 추출

물을 제조하기 위한 마늘은 경남 창녕마늘로 가월영농조합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발효마늘 추출물들 중의 황화

합물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시약 alliin, allicin, S-allyl-

L-cysteine(SAC), S-ethyl cysteine(SEC), S-methyl cys-

teine(SMC)(LKT Laboratories, Inc., St. Paul, MN, USA)와

cycloalliin hydrochloride monohydrate(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를 사용하였다. 기기분석을

위한 acetonitrile은 HPLC grade(Fisher Scientific Korea,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유산균배양 및 발효마늘 추출물 제조

유산균 발효균주를 선택하기 위하여 마늘 5 kg에 증류수

10 kg의 증류수를 발효조(MJS U3, Marubishi, Tokyo,

Japan)에 넣고 교반하며 121
o
C에서 1시간 동안 멸균하였다.

마늘 멸균액을 각각 300 mL씩 flask에 분취하고 Table 1에

나타낸 6종의 유산균 Lactobacillus helveticus, L. fermen-

tum, L. casei, L. reuteri, L. plantarum BL2, 그리고 Pedio-

coccus pentosaceus를 각각 접종하고 접종 직후의 생균수와

37oC에서 2일간 배양한 생균수를 측정하였으며, 배양액을

95
o
C에서 열처리하고 여과한 후 동결건조 하여 발효마늘 추

출물을 제조하였다.

추출물 중의 황화합물 분석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 중 alliin, SAC, SEC, SMC 분

석은 아미노산 분석용 전처리 시약인 Waters AccQ-Tag

chemistry package(Waters Co., Milford, MA, USA)를 사용

하여 형광 유도체화 한 후 Table 2의 조건에서 HPLC(Alli-

ance HPLC, Waters C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yclo-

alliin의 분석은 Ichikawa 등의 분석법(11)을 변형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allicin의 분석은 Ilić 등(12)의 방법을 변형하

여 Table 2의 조건으로 UPLC(Waters Co.)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DPPH를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의 DPPH(2-2-diphenyl-l-picryl-

hydrazyl)에 대한 free radical 소거능력은 Blois의 방법(13)

을 변형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0.4 mM DPPH 용액을 ethanol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으며 농도별로 용해한 추출물 1 mL와 DPPH

용액 9 mL를 시험관에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

하여 517 nm에서 상등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EDA는

시료 첨가구와 메탄올 첨가구(blank)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

하여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transfected HepG2 세포독성 및 에탄올에 의

해 손상된 transfected HepG2 세포의 보호효과

세포 생존율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

nyltetrazolium bromide(MTT) 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14,15).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를 5×104의
밀도로 24-well plate(Nalge Nunc International, Rochester,

NY, USA)에 10% fetal bovine serum(FBS)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배지에 접종

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고 37oC, 5% CO2 조건에서 6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PBS로 세척하고 MTT를 DMEM 배지

에 10배 희석시켜 그 희석액을 1 mL 첨가하여 37
o
C에서 4시

간 배양시키고 배지를 버리고 DMSO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녹이고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이 에탄올에 의해 손상된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의 보호효과는 MTT 환원

방법과 동일한 농도로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를

넣고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세포를 5% FBS가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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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 for analysis of organosulfur compounds

Analysis condition

Alliin, SAC, SMC, SEC Cycloalliin Allicin

Instrument HPLC HPLC UPLC

Column
Accq-Tag

(3.9×150 mm, 4.0 μm)
TSKgel amide 80
(4.5×250 mm, 5 μm)

Acquity UPLC BEH RP 18
(2.1×100 mm, 1.7 μm)

Mobile phase

Gradient condition
A: AccQ-Tag Eluent A
B: 60% acetonitrile

min A (%) B (%)

0 100 0

0.5 98 2

15 93 7

19 90 10

32 67 33

33 67 33

34 0 100

37 0 100

38 100 0

50 100 0

Isocratic condition
A solvent: 0.2% phosphoric acid
B solvent: 100% acetonitrile

A:B=25:75

Isocratic condition
A solvent: Water
B solvent: 100% acetonitrile

A:B=30:70

Detector 254 nm 210 nm 200 nm

Flow rate 1.0 mL/min 1.0 mL/min 0.4 mL/min

Column temperature 37
o
C 30

o
C 3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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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in garlic medium.

DMEM 배지로 교체하였으며 에탄올을 투입하기 30분 전에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을 투입하였다. 에탄올을 200

mM의 농도로 처리하여 37
o
C,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배

양하였으며 3일 및 6일간 동일한 처리를 하였다. 3일과 6일

배양 후 PBS로 세척한 다음 MTT(2.5 mg/mL)를 DMEM

배지에 10배 희석시켜 그 희석액을 1 mL 첨가하여 37
o
C에서

4시간 배양시켰다. 그 후 배지를 버리고 DMSO 0.5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완전히 녹인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analy-

sis system(SAS) program(version 8.0,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에 의해 ANOVA 검정과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값 간에 유의수준 p<

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 제조

마늘 중의 alliin이 alliinase에 의해 allicin으로 전환되어

젖산균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에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6-18). 따라서 다른 배지 성분을 함유하

지 않은 마늘추출액에 잘 자라는 유산균을 알아보고 유기황

화합물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6종의 유산균을 접종하

여 24시간 배양하고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L. helveticus, L. fermentum, L. casei, L. reuteri, L. planta-

rum BL2, 그리고 P . pentosaceus 생균수는 각각 4.6×106,
4.4×108, 2.4×108, 2.4×107, 1.8×109, 1.0×109 CFU/mL로
L. plantarum BL2가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

helveticus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Fig. 1). 이는

Kim 등(19)의 결과에서 마늘의 조직이 파괴되며 발생되는

alliinase가 열처리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alliin이 항균작용이

있는 allicin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균들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마늘을 멸균하는 과정

에서 alliinase가 불활성화 되어 유산균의 증식이 원활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단, 유산균에 따라 증식의 차이가 발생하였

다. 마늘의 항균활성도 유산균에 따라 저항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8시간 배양 후 각각의 배양액을 열처리하

고 여과하여 동결건조 하여 Table 1과 같이 유산균 종류별

발효마늘 추출물을 제조하였으며 유산균을 접종하지 않고

여과하여 동결건조 한 마늘 추출물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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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organosulfur compounds in fermented garlic extracts

Organosulfur
compounds

Fermented garlic extracts (mg/g)

Control FGLH FGLF FGLC FGLR FGLP FGPP

SAC
SEC
SMC
Alliin

Cycloalliin

0.792±0.021c1)2)
0.101±0.011d
0.025±0.018e
0.879±0.016a
5.023±0.047a

1.360±0.115bc
0.122±0.005c
0.111±0.011d
0.843±0.017bc
5.043±0.061a

1.541±0.343b
0.193±0.011b
0.314±0.008a
0.755±0.027d
5.060±0.052aaa

1.898±0.366b
0.128±0.013c
0.201±0.013b
0.805±0.007c
5.050±0.079a

1.608±0.115b
0.104±0.009d
0.161±0.012c
0.813±0.013c
5.077±0.054a

3.619±0.363a
0.224±0.010a
0.302±0.012a
0.724±0.008e
5.101±0.078a

3.234±0.635a
0.206±0.007b
0.311±0.013a
0.745±0.019ed
5.044±0.039a

1)
Values are mean±SD, n=3.
2)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Table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fermented garlic extracts

Concentration
(mg/mL)

Fermented garlic extracts

Control FGLH FGLF FGLC FGLR FGLP FGPP

0.25
0.5
1.0
2.0
2.5
5.0
10.0

11.53±1.16a1)2)
18.33±1.24c
21.16±1.70c
40.28±2.50c
43.87±5.71d
75.71±2.21d
90.45±2.39a

11.69±1.60a
18.19±1.26c
21.18±2.04c
40.74±1.76c
45.80±2.06d
76.38±2.97d
90.97±2.49a

11.37±1.02a
18.63±0.86c
23.95±3.15bc
41.54±1.64c
54.93±1.53c
80.53±2.82c
91.09±1.80a

11.72±0.87a
20.89±2.22b
24.11±2.21bc
48.16±1.22a
64.57±1.99a
86.36±1.70b
90.74±1.68a

11.68±1.22a
19.46±1.31bc
24.18±2.66bc
44.79±1.57b
59.54±2.08b
83.03±2.59bc
90.78±1.91a

11.73±1.44a
23.83±1.66a
27.64±1.45a
50.11±1.51a
67.19±1.76a
90.23±1.73a
91.34±1.80a

11.72±0.90a
23.04±1.28a
26.33±0.79ab
48.50±1.48a
66.20±2.53a
90.30±1.78a
91.13±1.15a

1)
Values are mean±SD, n=4.
2)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발효마늘 추출물의 제조와 황화합물 분석

마늘, 양파와 같은 Allium속 식물에는 SAC, SEC, SMC

등과 같은 친수성 유기황화합물들이 다량 존재하며 항산화

와 항당뇨 등과 같은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Cycloalliin도 Allium속 식물 중에 있는 주요 황

아미노산 중 하나인 isoalliin이 열처리에 의하여 안정적인

cycloalliin으로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방간과 serum

triglyceride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 중에 다양한 유기황화합

물들의 함량을 분석하여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 중의 SAC의 함량은

FGLP와 FGPP가 각각 3.619 mg/g과 3.234 mg/g으로 유의

적으로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효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하여 4배 정도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SEC의 경우 FGLP가 0.224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SMC의 경우 FGLP, FGPP, FGLF의 경우 각각

0.302, 0.311, 0.314 mg/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구에 비하여 10배 이상 함량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SAC, SEC, SMC의 경우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하여 모두 함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GLP와 FGPP가 유산균의 증식이 원할한 만

큼 유산균에 의한 황화합물의 전환효과가 다른 유산균에 비

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Alliin의 경우 대조구에서 0.879

mg/g으로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가

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cycloalliin의 경우 대조구와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늘에는 γ-glutamylcysteine류의 화합물들을 함

유하고 있으며 이는 저온저장 중에 마늘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 산화 및 환원과정을 거쳐 alliin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늘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마늘 조직

중의 alliinase가 나와 allicin으로 전환이 빨라지며 SAC의

경우 γ-glutamylcysteine이 alliin과 allicin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유산균발효마늘 추

출물이 SAC 함량이 높고 alliin의 함량이 낮은 것은 마늘조

직에 있는 alliinase가 유산균 접종전에 멸균공정에 의해 불

활성화되어 γ-glutamylcysteine이 alliin과 allicin으로 전환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효마늘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효과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을 이용하여 농도별 DPPH

에 대한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냈다. 모든

처리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전자공여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0.25 mg/g과 10.0 mg/g의 농도에서는 처리군

간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5～5.0

mg/g의 농도에서는 처리군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2.0 mg/g

의 농도에서 전자공여능은 FGLP, FGPP, FGLC가 각각

50.11%, 48.50%, 48.16%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SAC

함량과 비례적으로 전자공여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Ide 등(25)이 숙성마늘에서 분리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SAC의 농도와 비례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결과도 SAC 함량과 항산화

효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FGLP와 FGPP의 경우

5.0 mg/g의 농도에서 모두 90% 이상의 전자공여능 효과를

나타내어 다른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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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ell viability of HepG2 cell with treatment of fer-
mented garlic extracts at various concentration. 1)Values are
mean±SD, n=5. 2)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group ba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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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ed cell toxicity in CYP2E1-transfected HepG2 cells.
1)
Values are mean±SD, n=5. 2)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ba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발효마늘 추출물이 알코올 손상 간세포주에 미치는 영향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의 세포독성과 알코올에 의해 유

도된 독성에 대한 보호효과를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TT법에 의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 농도가 유산균

의 종류에 상관없이 200 μg/mL일 때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세포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 μg/mL의

농도까지는 세포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료를 처리하지 않고 에탄올만 처리하였을 경우 100

mM과 200 mM의 농도에서 3일간 처리하였을 때 각각 93.78

%와 82.24%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100 mM의 에탄올

농도로 3일간 처리하였을 때는 높은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무처리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6일간 100 mM과 200

mM의 농도로 각각 에탄올만 처리하였을 경우 각각 82.24%

와 61.23%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알코올에 의한 세포독

성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에탄올 처리 농도를 200 mM의

농도로 설정하였다(Fig. 2). 따라서 에탄올을 200 mM의 농

도로 처리하고 동시에 각각의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을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각각의 발효마늘 추출물이 알코

올에 의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Fig. 3).

200 mM의 에탄올과 시료를 3일간 처리하였을 경우

FGLP, FGPP, FGLC, FGLR이 다른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

인 FGLF, FGLH,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생존율

을 나타내었으며 6일간 처리하였을 경우 FGPP와 FGLP의

경우 각각 92.60%와 92.23%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유의

적으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대조구, FGLH, FGLF

의 경우 200 mM의 에탄올을 처리하였을 때와 유의적으로

같은 생존율을 나타내어 알코올성 간세포독성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urose 등(26) 및 Wu

와 Cederbaum(27)은 알코올에 의한 간세포독성은 ROS의

증가와 항산화활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

이 FGPP와 FGLP가 항산화활성이 가장 높아 세포생존율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마늘에 적용가능 한 유산균을 찾기 위해 마늘 이외의 배지

성분 없이 각각의 유산균을 배양하고 유산균발효마늘 추출

물을 제조하여 각각의 추출물의 유기황화합물을 분석하고

항산화효과 및 알코올 유발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마늘멸균액을 배지로 유산균을 48시간 배양하였을

때 L. plantarum이 가장 잘 자랐으며 유산균발효마늘 추출

물 중 항산화활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AC 함

량은 L. plantarum의 발효물과 P. pentosaceus의 발효물이

각각 3.619 mg/g과 3.234 mg/g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그리고 SAC, SEC, SMC의 경우 유산균발효

마늘 추출물들이 마늘 추출물에 비해 높았으나 alliin의 경우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이 마늘 추출물에 비하여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cycloalliin의 경우 마늘 추출물

과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들 간의 함량 차이는 없었다(p<

0.05). 모든 유산균발효마늘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

화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 plantarum의 발효물

과 P . pentosaceus의 발효물이 5.0 mg/g의 농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전자공여능을 효과를 나타냈다. 유산균발효마

늘 추출물들이 100 μg/mL의 농도까지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각각의 유산균발효

마늘 추출물을 알코올에 의해 손상된 CYP2E1 transfected

HepG2 세포의 보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에탄올과 시료를 6

일간 처리한 경우에 FGPP와 FGLP가 각각 92.60%와 92.23

%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세포생존율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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