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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늘 추출물이 HepG2 세포에서 콜 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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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garlic extracts on cholesterol synthesis 
in HepG2 cells. Raw garlic, grilled garlic, and freeze dried garlic were subjected to cold water extraction, and extracts 
were incubated at room temperature for 1 min or 60 min. The extracts were treated to HepG2 cells for 4 h, and 
cholesterol synthesis and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were investigated. The alliin contents were 
reduced when garlic was incubated at room temperature for 60 min. Raw garlic extracts showed lower intracellular 
cholesterol contents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raw garlic extracts incubated for 60 min showed 
no differenc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reeze-dried garlic extract showed minimum intracellular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contents. Relative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a rate-limiting enzyme of cholesterol 
synthesis, decreased in the garlic extracts. Compared with 60 min, garlic extracts incubated for 1 min showed a reduced 
level of HMG-CoA reductase mRNA expression. The freeze-dried garlic extract reduced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cells treated with 5% of 0.2, 0.5, 0.8, 1.0, and 1.5 mg/mL in 
medium, and the effect was maxed out at dose of 5% garlic extract at 1.0 mg/mL in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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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은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로 원산지

는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방이다(1). 마늘은 전통적으

로 한국인에게 필수 식자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유의 맛과 

향기 성분이 있고 많은 종류의 유기 및 무기 화합물 등 생리

활성 물질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민간처방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2). 최근 이러한 마늘의 효능에 대한 다각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심장병(3,4), 관절염(5), 폐

질환 및 설사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향신료 및 

약용으로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마늘의 효능은 마늘 내 존재하는 alliin의 작용에 의해 나

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Alliin은 마늘 내 존재하고 있으며, 

마늘 조직이 파괴되면서 마늘 내재 효소인 alliinase에 의해 

allicin으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diallyl thiosulfinate와 di-

allyl disulfide 등 수용성 유황화합물로 분해된다(6). 마늘 

내 alliin 및 그 외의 유효성분들은 생체 내에서 세포대사 

억제, 항균, 항암, 저혈당, 동맥경화 예방 등 약리학 및 생물

학적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7-11). 

마늘을 이용한 비만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지

금까지 알려진 비만관련 위험인자와 관련된 마늘의 생리적 

작용으로 마늘 추출물의 투여가 고지방 식이의 섭취를 통한 

비만을 유발시킨 쥐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저하, 혈압 강하, 

혈액 내 지질 저하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12). 또한 Bordia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동맥경화증을 유발한 토끼에서 마

늘이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함량을 감소시

킨다고 보고되었다. 마늘 내 유효성분인 alliin은 그 자체로 

지질저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alliinase에 의한 분해산물

인 allicin 및 allyl sulfur 화합물 또한 혈중 지질 및 혈당 

저하 효과 등 다양한 생물학적 효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

다. 특히 Byun 등(14)에 따르면 alliinase에 의한 alliin의 

분해 산물인 allicin은 항균, 혈중 지질 및 혈당 저하 효과와 

함께 HMG-CoA reductase 저해를 통한 콜레스테롤 생합

성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마늘을 섭취하는 형태가 생것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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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리된 형태로의 섭취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늘

의 조리 형태에 따른 효능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마늘 

내 유효성분인 alliin 및 allicin은 열 및 산성조건에 불안정하

여 쉽게 분해되어 생리적 활성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마늘의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의 차이가 나타난다

고 알려져 있다(15-18). 그러나 마늘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생마늘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가공마늘(19,20) 및 

여러 가지 조리 조건(21-26)에 따른 활성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늘 조리법에 따라 마늘의 

효능, 특히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련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HepG2 세포주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주

인체 간암 세포주로 알려진 HepG2 세포(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를 10% fetal 

bovine serum이 첨가된 Eagle's minimum essential me-

dium(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에서 배양하였으며, 세포는 10~15 계대 사이의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마늘 추출물 제조

마늘은 통마늘을 일반 식료품점인 오렌지마트(Seoul, Ko-

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추출물 제조 직전 통마늘

의 껍질을 벗겨 사용하였다. 생마늘 시료의 경우 생마늘을 

거칠게 분쇄한 것(RR; raw garlic, roughly ground)과 곱게 

분쇄한 것(RF; raw garlic, finely ground)으로 나누었으며, 

다시 각각의 시료는 25°C에서 1분 또는 60분간 숙성한 것으

로 나누어 시료를 준비하였다. 구운마늘(G; grilled garlic)

의 경우 가스레인지에서 팬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익혀 준

비하였으며, 조리 후 곱게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마늘(Fr; freeze dried garlic)의 경우 동결건조 후 마늘을 

곱게 분쇄하여 준비하였다(Table 1). 또한 마늘 섭취 시 위

장 내 산성 환경 적용을 위하여 RR1, RF1 및 Fr 마늘 시료를 

pH 2.0 HCl 용액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 한 산성 처리 

시료를 준비하였다. 마늘 추출물의 제조는 준비된 시료 10 

g에 냉수 100 mL를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4°C 

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Allii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경우 추출과정에서 alliinase에 의한 alliin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carboxymethoxylamine hemihy-

drochloride를 alliinase inhibitor로 냉수 100 mL에 100 

mg을 첨가하였다. 추출된 추출물은 고형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Whatman No.2 여과지(GE healthcare Life Sci-

ences, Fairfield, CT, USA)를 이용하여 액상 추출물을 얻

었으며, 액상 추출물은 동결건조 후 분말상태로 -80°C에서 

보관하였다.

Table 1. Garlic extract treatment

Group Garlic Incubation
(min)

Acid
incubation

Control
Fr
RR1
RR60
RF1
RF60
G
FrA
RR1A
RF1A

－
Freeze dried
Raw, roughly ground
Raw, roughly ground
Raw, finely ground
Raw, finely ground
Grilled
Freeze dried
Raw, roughly ground
Raw, finely ground

－
－
1 

60
1

60
－
－
1
1

－
－
－
－
－
－
－
○
○
○

Control: PBS treatment, RR1: raw, roughly ground, 1 minute
incubation, RR60: raw, roughly ground, 60 minutes incubation,
RF1: raw, finely ground, 1 minute incubation, RF60: raw, finely
ground, 60 minutes incubation, G: grilled, Fr: freeze dried, 
RR1A: raw, roughly ground, 1 minute incubation, acid incuba-
tion, RF1A: raw, finely ground, 1 minute incubation, acid in-
cubation, FrA: freeze dried, acid incubation.

마늘 추출물 내 alliin 함량

동결건조 된 마늘 추출물 내 alliin 함량은 한국기초과학연

구원(Seoul, Korea)에 의뢰하여 Triple QUadrupole LC- 

Mass spectrometry(Finnigan TSQ Quantum Ultra EM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으로 column은 Unison US-C18(2×150 mm), 이

동상은 2 mM ammonium acetate : MeOH=1:1 solution, 

유속은 0.2 mL/min, 주입량은 10 μL로 하였다.

마늘 추출물 처리

HepG2 세포주를 0.2×105 cells/well의 농도로 6 well 

plate에 접종하여 4시간 배양 후 기존 배양액을 제거한 다음 

각각의 마늘 추출물을 5% 함유된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

하여 주었다. 마늘 추출물은 동결건조 한 마늘 추출물을 

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에 1 mg/mL로 희석한 후 

세포 배양액에 희석하여 준 다음 2 μm syringe filter를 이용

하여 여과한 후 사용하였다. 배양은 37°C, 5% CO2 조건에

서 4시간 동안 진행하여 처리하였다. 각 마늘 추출물 처리구

는 Table 1에 따라 처리하였다.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

HepG2 세포주에 마늘 추출물을 4시간 처리한 후 배양액

과 세포를 homogenize 한 다음 Folch법(27)에 따라 ho-

mogenate에 methanol과 chloroform 혼합액을 가하여 지

방성분을 추출하였으며, 지방추출물은 isopropanol에 추출

물을 희석하여 -80°C에 보관하였다. 총 중성지방 및 콜레스

테롤 함량은 시중에 판매하는 중성지방 측정 키트(AM101- 

L, Asan Pham. Co., Ltd., Hwaseong, Korea)와 총 콜레스

테롤 측정 키트(MBL, Gunpo, Kore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

다. 배양액 및 세포 내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protein 

assay(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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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lliin contents of various garlic extract                                                               (μg/g)
Fr RR1 RR60 RF1 RF60 G FrA RR1A RF1A

Alliin content 21.38±0.90 22.61±2.51 17.51±0.40 22.53±0.44 16.00±1.73 26.60±2.08 19.00±0.42 23.22±1.23 17.90±0.21
Sample codes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Fig. 1. Intracellular triglyceride contents. Sample codes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error.

였으며(28) 단백질 standard로는 bovine serum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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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내 mRNA 추출 및 qPCR

세포 내 mRNA 추출은 TRIZOL reagent(Life Technol-

ogies In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NonoDrop 2000 spectrophotometer(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RNA 함량을 측정하였

다. cDNA 합성은 RevertAid First Strand cDNA syn-

thesis kit(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세포 내 mRNA 발현 수준은 quantitative real- 

time PCR(qPCR)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PCR은 

Maxima SYBR green/ROX qPCR master mix(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PCR을 위한 

primer는 HMG-CoA reductase(NM_000859, Hmgcr): 

5'-GACAGGGATAAACCGAGAAAG-3', 5'-CGAGTAA-

GGAGGAGTTACCA-3'를 사용하였다. PCR 결과로부터 

각각의 유전자의 상대적인 정량 분석은 β-actin에 대한 

PCR 생성물의 상대적인 비율로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AS software(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 5% 이내에서 검증하였으며, 

시료 간의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마늘 추출물 내 alliin 함량

각 마늘 추출물 내 alliin 함량을 살펴보면 구운마늘(G) 

추출물에서 alliin 함량이 가장 높았다(Table 2). 이는 열처

리에 의해 alliinase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어 마늘 고유의 

alliin 함량이 그대로 보존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늘을 25°C

에서 60분간 숙성하였을 경우 1분간 숙성 후 추출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추출물 내 alliin의 함량이 RR에서는 22%, 

RF에서는 2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5°C에

서 60분간 숙성 과정에서 마늘 내 alliin이 alliinase에 의하

여 allicin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산 처리를 한 

마늘의 추출물에서는 산 처리를 하지 않은 마늘과 비교하여 

추출물 내 alliin의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

각각의 마늘 추출물 처리에 따른 HepG2 세포 내 중성지

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마

늘 추출물을 세포 배양액에 4시간 동안 처리하여 살펴본 결

과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의 

경우에는 대조구에 비하여 마늘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과 RR1 추출물의 경우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이 감소하였다

(P<0.05)(Fig. 1). 그 외의 다른 처리구의 경우 세포 내 중성

지방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산 처리를 한 마늘의 추

출물을 HepG2 세포에 처리하였을 경우 대조구와 비교해보

면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의 경우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

구에 비하여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 처리구에서 세포 내 콜레

스테롤 함량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마늘을 25°C에서 1분간 숙성 후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였을 경우 60분간 숙성하여 추출한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에 비하여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RR과 

RF 처리구에서 6%, 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 

처리를 한 마늘의 추출물을 HepG2 세포에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보면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마늘 추출물에 의

해 HepG2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는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

늘을 산 처리하였을 경우 추출 방법에 관계없이 추출물에 

의한 HepG2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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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racellular cholesterol contents. Sample codes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error.

Fig. 3. Relative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Sample codes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1. Means with dif-
ferent letters (a,b)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error.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bhardt(29)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 추출물의 투여가 쥐

의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감소시켰음을 보고하였

다. 본 실험에서도 다양한 처리를 한 마늘 추출물을 간세포

에 처리한 결과 세포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Jung 등(30)은 HepG2 세포

에 마늘의 주요 성분이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마늘 내 주요 성분의 간세포 내 지방 축적 

억제 효과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각각의 마늘 추출물의 효과

는 마늘 추출물 내 alliin의 함량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alliin이 세포 내에서 유효성분인 allicin으로 그만큼 많이 전

환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었다. 

HMG-CoA reductase 발현

세포 내 지방 함량의 차이를 통해 확인한 마늘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축적 개선 효과를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 관련 

인자의 mRNA 발현 변화를 real-time PCR로 확인함으로써 

마늘 추출물의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기작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HMG-CoA reductase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제한 효소로 그 발현량의 증가는 세포 내 콜레스테롤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콜레스테롤 합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Fig. 3은 HepG2 세포에 각각의 마늘 추출물을 처리하였

을 때 HMG-CoA의 mRNA 발현량을 살펴본 결과로 대조구

에 비하여 마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그 발현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리구별 결과를 살펴보면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하여 HMG-CoA 

reductase의 발현 수준이 1/3로 감소하였으며(P<0.05), 생

마늘을 25°C에서 1분간 숙성 후 추출한 추출물이 60분간 

숙성 후 추출한 추출물에 비하여 세포 내 HMG-CoA re-

ductase의 발현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시료

를 pH 2.0, HCl 용액에 산성 처리 후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는 산성 처리를 하지 않고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와 비교하

여 HMG-CoA reductase 발현 억제 효과가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산성 처리에 의해 alliinase가 불

활성화되어 alliin이 활성 형태인 allicin으로 전환되지 못하

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의 결과는 마늘의 섭취에 따른 HMG-CoA reduc-

tase 발현의 감소를 평가한 Gebhardt 등(31)과 Qureshi 등

(32)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는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의 감소가 HMG-CoA reductase 

발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마

늘 추출물은 세포 내 HMG-CoA reductase의 발현을 억제

하고, HMG-CoA reductase 발현의 억제를 통해 세포 내 

콜레스테롤 축적 저해에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늘 

추출물의 이러한 효과는 마늘 추출물 내 alliin의 생리적 활

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마늘 추출

물 내 alliin의 농도를 살펴보면 구운마늘 추출물에서 그 함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마늘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였

을 때 세포 내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는 동결건조 마늘 추출

물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Lawson 등(33)에 의하면 

마늘 내 유효 성분은 열 및 산성 조건에 취약하여 열을 가하

였을 때 구조적 안정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

여 본 연구에서 구운마늘 추출물이 높은 alliin 함량에 비하

여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 및 HMG-CoA reductase 발현

의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산성 처리를 한 마늘의 추출물에서 세포 내 중성지방, 콜레

스테롤 함량의 감소 및 HMG-CoA reductase 발현 감소 

효과가 줄어든 것 또한 산성 처리에 의해 alliin의 생리적 

기능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의 농도별 HMG-CoA reductase의 

발현 차이

마늘 추출물의 처리에 따른 HMG-CoA reductase의 발

현량 감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

에 대하여 농도에 따른 HMG-CoA reductase의 발현 감소

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을 농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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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ose-dependent relative mRNA expression level of 
HMG-CoA reductase of freeze dried garlic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tandard error.

세포에 처리하였다. 실험 결과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의 농도

에 따라 dose-dependent 한 양상으로 HMG-CoA reduc-

tase의 발현 감소가 나타났으며, 0.8 mg/mL의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P<0.05)(Fig. 4). 또한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을 1 

mg/mL로 처리하였을 때 1.5 mg/mL로 처리한 경우와 같은 

HMG-CoA reductase의 발현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1 mg/mL로 처리하였을 때에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앞선 결과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의 HMG-CoA reductase 발현량 감

소 효과를 농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추출물 동결건조 분말 

1 mg/mL 추출물 용액을 배양액에 5% 투여하였을 때까지는 

그 효과가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났으며, 더 높은 농도의 추

출물 용액을 투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은 생마

늘을 상온 숙성하지 않은 추출물과 그 효과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생마늘을 25°C에서 60분 숙성시킨 추출물과 비

교하였을 경우 HMG-CoA reductase 발현량 감소에 약 

3~4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운마늘 추출물

에 비하여는 약 1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마늘을 이용한 기능성에 관한 연구로는 생마늘

(34-36) 및 마늘즙(37,38) 등 주로 생마늘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생마늘은 식품으로서의 활용도 

및 보관성 등의 취약점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이 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생마늘의 경우 즉시 섭취

하지 않았을 때 세포 내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가 감소함에 

반해 동결건조 마늘의 경우 동결건조로 인하여 그 보관성이 

증가하여 시간이 지나도 그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마늘 추출물 내 alliin

의 함량뿐 아니라 생리적 활성 정도가 효능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ills와 Bone(39)에 의하면 

생마늘의 경우 위장장애 징후, 과민 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

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마늘의 섭취보다는 동결

건조 형태의 섭취형태가 보다 안전하고 범용적인 활용이 가

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위장 통과 시 산성 조건에서 마늘의 

효능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 기술의 응

용을 통하여 내산성을 가지는 마늘 섭취 방법에 대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늘의 다양한 조리법에 따른 냉수추출 마늘 

추출물이 HepG2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을 

확인하고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작용 기전을 알아보았

다. 마늘을 25°C에서 60분간 숙성하였을 경우 1분간 숙성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추출물 내 alliin 함량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늘 추출물을 HepG2 세포에 처리하

였을 때 세포 내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이 그 효과

가 가장 우수하였다. 콜레스테롤 합성의 제한효소인 HMG- 

CoA reductase의 발현량 역시 마늘 추출물을 처리함에 따

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 가장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산성 

처리를 한 마늘의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의 

농도 비례 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결건조 마늘 추출물의 경우 

생마늘을 상온에 60분 숙성시킨 마늘 추출물과 구운마늘 

추출물에 비하여 세포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 감소

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HMG- 

CoA reducatase mRNA의 상대적 발현 수준 차이 이상의 

지질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결건조 마늘의 경우 생마늘을 섭취하였을 때와 유사한 또

는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보관성이 우수하고 

생마늘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과민 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

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들의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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