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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의 조리방법에 따른 S-Allyl-L-Cysteine 함량 변화

⁃연구노트⁃
이상훈․정윤숙․황경아․송  진․노건민․황인국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Effect of Cooking Methods on S-Allyl-L-Cysteine Content of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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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the S-allyl-L-cysteine (SAC) content of garlic us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Methods for determining SAC were validated by determining specificity, linearity, limit of detection (LOD), 
limit of quantification (LOQ), precision, and accuracy using an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fluorescence 
detection system. Results showed high linearity in the calibration curve with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R2) of 0.9999. 
The LOD and LOQ values for SAC were 0.15 and 0.47 μg/mL, respectively.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for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of SAC were less than 5%. The recovery rate of SAC was in the range from 97.35% 
to 97.47%. The SAC content of raw garlic was 2.77 mg/g,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C content 
according to blanching and microwave treatment. However, SAC content upon boiling and autoclaving at 110°C and 
121°C increased from 3.50∼9.16 mg/g, 6.52∼16.21 mg/g, and 14.15∼50.24 mg/g with increasing cooking temperature 
and tim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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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iaceae) 파속(Al-

lium)의 식물로서 조미료, 향신료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되고 있으며(1),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원료로 등록되어 그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향신료로서 김치, 나물, 절

임류, 국(찌개) 등 식문화 전반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식생

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마늘의 기능성과 관능성이 향상된 

분말, 추출물 및 숙성제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판매되고 있

다.

마늘의 효능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은 유황화합물(orga-

nosulfur compounds)로서 alliin, isoalliin 및 methin 등 3

종의 S-alk(en)yl-L-cysteine sulfoxides류(0.6~1.9%)와 

γ-glutamyl-L-cysteine 유도체 펩타이드류 γ-glutamyl- 

S-1-propenyl-cysteine(GSPC) 및 γ-glutamyl-S-allyl- 

cysteine(GSAC)과 이들의 반응생성물인 S-allyl-L-cys-

teine(SAC), allicin, diallyl sulfide(DAS), diallyl disulfide 

(DADS), diallyl trisulfide(DATS), dithiin, ajoene 등이 있

다(2). 마늘의 alliin은 가공 시 세포 내에 존재하는 alliinase

가 활성화되어 allicin, pyruvic acid 및 ammonia로 분해되

고, allicin은 다시 pyruvic acid와 작용하여 DAS, DADS, 

DATS의 저급 황화합물 및 카르보닐 화합물을 생성함으로

써 마늘 특유의 독특한 향기성분과 매운맛을 발생한다(3). 

또한, SAC는 저장, 숙성 및 가공과정 중 γ-glutamyl trans-

peptidase(γ-GTP)에 의해 GSAC로부터 생성된다(4). 이러

한 SAC는 혈중 포도당 수준의 조절(5,6), 심혈관질환 개선 

효과(7,8), 혈중 지질 개선 효과(9,10), 뇌질환 및 인지기능 

관련 연구(11-13)가 보고됨에 따라 마늘의 주요 기능성분

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공과정 중 마늘 유황화합물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는 

Hong 등(14)이 단양과 남도산 마늘을 마쇄, 삶기 및 전자레

인지 처리하여 alliin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Bae와 

Chun(15,16)은 마늘의 조리조건(찌기, 삶기, 볶기, 튀기기, 

전자레인지 및 압력솥 조리)과 저장조건(상온, 냉장 및 냉

동)에 따른 DAS, DADS 및 DATS 등의 휘발성 함황화합물 

7종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Chung과 Kim(17)은 

산지별 마늘을 데치기, 볶기, 간장 및 고추장 절임의 방법으

로 조리한 후 allicin 함량을 측정하였다. Sohn 등(10)은 고

온고압처리에 따른 마늘의 alliin, allicin 및 SAC의 함량을 

평가한 결과 alliin과 allicin은 생마늘보다 함량이 감소하였

으나 SAC는 2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숙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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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함량은 숙성 초기에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18). 이처럼 마늘의 SAC 함량은 가공방법에 따

라 그 함량 변화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리방

법의 수준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alliin과 allicin의 함량 변화

를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SAC의 조리과정 중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마늘의 유용성분 섭취와 이에 따른 다양한 생리활성 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유(oils), 추출물(ethanol based 

extracts), 분말(dried powders) 및 숙성마늘(aged gar-

lics)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마

늘은 데치기, 삶기, 굽기 등의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고 있으

므로 조리방법 및 그 수준에 따른 SAC 함량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늘의 중요

한 기능성분 중 하나인 SAC의 함량 분석을 위한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method validation)을 통하여 분석 결과의 신

뢰도를 확보하고, 조리방법(데치기, 삶기, 전자레인지 및 고

압멸균)에 따른 마늘의 SAC 함량을 비교 분석하여 기초자

료 및 효율적인 조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마늘은 2015년 5월 경북 의성에서 재배

된 통마늘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S-Allyl-L-cys-

teine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AccQ- 

FluorTM reagent kit과 AccQ-TagTM Eleunt A 및 B는 

Waters(Milford,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그 밖의 시약

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마늘의 조리 및 추출물 제조

통마늘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껍질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곧바로 조리 및 추출을 진행하였다. 마늘의 조리방

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위(10,14,15,17)에서 데치기, 

삶기, 전자레인지 및 고압멸균 처리하였다. 데치기(blanch-

ing)는 깐마늘 100 g을 끓는 물에 넣고 1, 2 및 3분간 열처리

하였고, 삶기(boiling)는 깐마늘 100 g을 끓는 물에 넣고 15, 

30 및 60분간 열처리하였다. 전자레인지(microwave) 처리

는 깐마늘 100 g을 유리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MW209 

QB, LG Electronic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700 W의 

출력으로 1, 2 및 3분간 처리하였고, 고압멸균(autoclaving) 

처리는 깐마늘 100 g을 내열성 용기에 담고 고압멸균기(SJ- 

220A100, Sejong Scientific Co., Bucheon, Korea)를 이

용하여 100°C와 121°C에서 각각 15, 30 및 60분간 처리하

였다. 각 처리구별 마늘은 -70°C에서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

(Lyoph-Pride, IlShinBioBase Co., Ltd., Dongducheon, 

Korea) 하고 분쇄(SMX-6500JS, Shinil Co., Ltd., Seoul, 

Korea)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조리방법별 마늘 추출물 제조는 동결건조 한 마늘 1 g에 

증류수 30 mL를 넣고 15분간 초음파 추출(Ultrasonic 

Cleaner, WUC-A22H, 40 kHz, 300 W,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한 후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Union 55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 하여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위 과정을 3회 반복하여 

회수한 상등액을 여과지(Whatman No. 2,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로 감압 여과한 후 최종 100 mL로 

정용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SAC의 유도체화 및 HPLC 분석

조리방법별 마늘의 SAC 함량은 Waters AccQ-FluorTM 

reagent ki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9). 즉 0.2 μm nylon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마늘 추출물 10 μL에 70 μL의 

AccQ-Tag Fluor borate buffer를 넣고 20 μL의 AccQ- 

Fluor reagent를 넣어주어 몇 초간 vortex를 실시하였다. 

이후 1분간 실온 방치한 다음 55°C의 water bath에서 10분

간 반응 후 HPLC(Waters 2690, Water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C18 column(Mightysil RP-18 

GP column, 4.6×250 mm, 5 μm, Kanto Chemical,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FLD(Exλ: 250 nm, Emλ: 

395 nm)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A를 AccQ-Tag A 용

매, B를 AccQ-Tag B 용매로 하여 A:B 초기 비율을 90:10

으로 시작하여 30분에 30:70, 31분에 0:100, 40분에 0:100, 

41분에 90:10 초기 용매 조성으로 하여 50분간 유지하는 

비율의 gradient system을 사용하였다. 유속은 0.6 mL/ 

min이었으며, 반응액은 10 μL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method validation)

SAC에 대한 분석법의 유효성은 의약품 등 분석법의 밸리

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20)을 근거로 하여 특이성(spec-

ificity), 직선성(linear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 LOQ), 정밀성(pre-

cision), 정확성(accuracy) 및 회수율(recovery)을 통해 검

증하였다. 특이성은 SAC 표준용액과 마늘 추출물을 유도체

화시킨 후 HPLC로 분석하여 크로마토그램상의 머무름 시

간(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직선성은 SAC 

표준용액을 1.5625~50 μg/mL의 농도(6단계)로 희석한 후 

유도체화시켜 HPLC로 6회(1회/1일) 반복 분석하여 표준용

액의 피크 면적과 농도를 변수로 작성한 검량선의 상관계수

(R2) 값을 이용하여 직선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물의 

SAC에 대한 검출 및 정량이 가능한 최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출한계는 3.3×σ/s(σ: 반응의 표준편차, s: 표준검량

선의 기울기), 정량한계는 10×σ/s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정밀성은 일내시험(intra-day test)과 일간시험(inter- 

day test)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일내시험은 하루 동안 

6회의 추출 및 분석을 반복 측정한 결과이며, 일간시험은 

6일 동안 하루에 3회의 추출 및 분석을 반복하여 얻은 결과

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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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 of S-allyl-L-cysteine (SAC) standard solution (top) and garlic extract (bottom). The retention times 
of SAC in standard solution and garlic extract were 23.54 and 23.50 min, respectively.

정하여 평가하였다. 정확성은 회수율(recovery) 시험을 통

하여 확인하였고, SAC 표준용액은 1.0, 1.5 및 2.0 mg/mL

의 농도로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SAC 표준용액 1 

mL를 추출 전 시료에 첨가하고, SAC 추출 과정에 따라 추출

한 뒤 유도체화 및 HPLC 분석을 통하여 얻은 각각의 농도의 

비를 이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의해서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Recovery (%)＝
Cspiked sample－Csample

×100
Cadd

여기에서 Cspiked sample은 SAC 표준용액을 첨가한 시료의 

SAC 농도, Csample은 시료의 SAC 농도, Cadd는 첨가한 SAC 

농도이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처리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특이성

특이성은 불순물, 분해물, 배합성분 등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혼합된 추출물 중 목표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정성 

및 정량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SAC 

표준용액과 마늘 추출물 중 SAC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20). 표준용액과 마늘 추출물에서 SAC의 머무

름 시간은 각각 23.54분과 23.50분으로 같은 물질이며 단일 

피크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Bae 등(19)은 

생마늘과 흑마늘로부터 SAC 함량을 정량 분석하기 위한 분

석법 개발 연구에서 HPLC-UVD(ultraviolet detection)의 

경우 크로마토그램의 베이스라인이 불안정하고 전처리과정

에서 생성된 방해 성분들로 인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분리능

을 보였으나, 마늘 추출물을 AccQ-TagTM으로 유도체화시

킨 후 HPLC-FLD(fluorescence detection)로 분석한 결과 

베이스라인의 안정화는 물론 SAC 피크의 분리도 역시 우수

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21)은 마늘 추출물을 

dansyl chloride(Dns-Cl)로 유도체화시킨 결과 HPLC- 

UVD의 분리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Dns-Cl 유도체 생성물

이 LC-ESI/MS(electrospray ionization/mass chroma-

tography)의 감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직선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추출물 중 일정 농도 범위에 있는 SAC 함량에 대하여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

도별로 제조한 SAC 표준용액의 직선성을 평가하였다(20). 

표준검량선은 Fig. 2와 같이 1.5625~50 μg/mL 농도에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가 0.9999로 높은 직

선성을 보였다. 또한, 반응의 표준편차와 표준검량선의 기울

기로 나타낸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15 μg/mL와 

0.47 μg/mL로 나타났다. Yoo 등(22)은 HPLC-UVD 시스

템에서 SAC를 2.3~281 μg/mL의 농도 범위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999로 높았으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각 

0.65 μg/mL와 1.97 μg/mL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Bae 등(19)의 연구에서는 HPLC-FLD 분석 결과

의 상관계수가 0.9993으로 HPLC-UVD의 0.9980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역시 HPLC-FL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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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ra- and inter-day precision data of S-allyl-cysteine 
(SAC) in garlic

Parameters SAC (mg/g)
Mean±SD RSD1) (%)

Intra-day test (n=6)
Inter-day test (n=6)

2.76±0.09
2.71±0.05

3.22
1.83

1)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SD/mean×100).

Table 2. Accuracy (% recovery) data of S-allyl-cysteine in garlic
Original 
quantity
(mg/g)

Spiked 
quantity

(mg)

Observed 
quantity 
(mg/g)

Recovery1)

(%)
RSD2)

(%)

2.76±0.09
1.00
1.50
2.00

3.76±0.03
4.22±0.03
4.71±0.04

97.35±3.40
97.36±2.06
97.47±2.22

3.49
2.11
2.27

1)Recovery (%)=[(observed quantity－original quantity)/ spiked
quantity]×100.

2)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SD/mean×100).

y = 40.152x+8.0843
R²=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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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ibration curve of S-allyl-L-cysteine (SAC) standard
solution.

6.28 μg/mL와 19.02 μg/mL로 HPLC-UVD의 29.67 μg/ 

mL와 89.91 μg/mL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역시 본 연구 결과

보다 높았다. Lee 등(21)은 Dns-Cl로 유도체화시킨 마늘 

추출물의 직선성을 검토한 결과 HPLC-UVD와 LC-ESI/ 

MS에서 각각 0.998과 0.999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LC-ESI/MS에서 0.02 μg/mL와 

0.07 μg/mL로 HPLC-UVD의 0.23 μg/mL와 0.71 μg/mL

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HPLC 시스템을 이용

하여 SAC를 분석할 경우 유도체화시킨 후 FLD로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정밀성 및 정확성

균일한 시료로부터 여러 번 채취하여 얻은 시료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반복 분석하였을 때 분석물질에 대한 각각 측정

치 간의 근접성을 확인하였다(20). 일내시험은 하루 동안 

6회의 추출 및 분석을 반복 측정한 결과이며, 일간시험은 

6일 동안 하루에 3회의 추출 및 분석을 반복하여 얻은 결과

의 RSD를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SAC 표준물질

에 대한 일내와 일간분석 모두 RSD가 각각 3.22%와 1.83%

로 5% 이하의 우수한 정밀성을 확인하였다. Yoo 등(22)은 

HPLC-UVD 시스템에서 SAC에 대한 일내 및 일간 분석 

결과 RSD가 각각 1.07~2.76%와 5.03~5.04%로 양호한 정

밀성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나, Bae 등(19)은 UVD를 이용한 

결과 일내 및 일간 정밀성이 6.70~9.37%와 7.08~7.90%로 

정밀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Dns-Cl로 유도체화 후 UVD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내 정밀성은 0.5~1.6%로 우수하였으

나 일간 정밀성이 11.2~14.3%로 매우 불량하다고 하였다

(21). 이는 분석 시 추출물에 함유된 SAC의 농도, 전처리 

및 가공공정 시 발생하는 방해성분의 유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ae 등(19)은 FLD에 의한 분석 결과 일내 

및 일간 정밀성이 1.22~1.67%와 1.23~1.82%로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확성은 일정량(1.0, 1.5 및 2.0 mg)의 표준물질을 시료

에 첨가한 후 추출 및 분석 과정에서 회수되는 양을 확인하

여 회수율이 90~110% 범위, RSD가 5% 이하를 만족하는지

를 평가하였다(20). SAC의 회수율은 Table 2와 같이 97.35 

~98.69% 범위였으며, RSD는 2.11~3.49%로 나타났다. 타 

보고에 의하면 HPLC-UVD 시스템의 경우 회수율이 82.44 

~86.81%(22), 105.28~110.19%(19) 및 92.0~107.8% 

(21)로 나타났고, HPLC-FLD 시스템은 98.51~102.8% 

(19)였으며, LC-ESI/MS 시스템은 93.6~102.1%(21)로 나

타나 마늘 추출물의 유도체와 여부 및 검출기에 상관없이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조리방법별 SAC 함량 변화

조리방법 및 수준에 따른 마늘의 SAC 함량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생마늘의 SAC 함량은 2.77 mg/g이

었으며, 조리시간이 비교적 짧은 데치기와 전자레인지 처리 

시에는 각각 1.85~2.70 mg/g과 1.83~3.82 mg/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기의 경우 조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3.50~9.16 mg/g으로 SAC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고압멸균 처리 역시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SAC 함량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21°C에서 60분간 처

리한 결과 50.24 mg/g으로 생마늘보다 약 18배가량 함량이 

증가하였다. Sohn 등(10)은 마쇄한 마늘과 고온고압처리

(120°C/20분) 한 통마늘의 alliin, allicin 및 SAC의 함량을 

평가한 결과 alliin과 allicin은 생마늘에 비하여 함량이 감소

하였으나 SAC는 2배가량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Chi-

hara 등(23)의 연구에서는 마늘을 고온고압처리(110~130 

°C/30~150분) 한 결과 SAC 함량이 생마늘의 0.5 mg/g에

서 110°C/30분과 110°C/150분 처리구에서 각각 1.76 mg/ 

g과 3.48 mg/g으로 증가하였으며, 130°C/60분 처리에서는 

4.59 mg/g으로 함량이 크게 증가한 후 열처리 시간이 증가

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Bae 등(24)은 

온도(40~85°C)와 기간(45일)을 달리하여 숙성시킨 마늘의 

SAC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SAC 함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낮은 숙성온도 처리구에서 더 높은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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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tent of S-allyl-L-cysteine (SAC) in garlic using
different cooking methods

Cooking method Time
(min) SAC1) (mg/g) RSD2) 

(%)
Raw garlic   2.77±0.05k3) 1.69 
Blanching 1

2
3

 2.00±0.06l

 1.85±0.02l

 2.70±0.05k

2.95 
1.25 
1.91 

Boiling 15
30
60

 3.50±0.17j

 4.92±0.17h

 9.16±0.39e

4.78 
3.53 
4.23

Microwave 1
2
3

 2.03±0.05l

 1.83±0.07l

 3.82±0.08i

2.39 
3.82 
1.96

Autoclaving-100°C 15
30
60

 6.52±0.09f

 5.37±0.07g

16.21±0.38c

1.31 
1.37 
2.37

Autoclaving-121°C 15
30
60

14.15±0.09d

37.18±0.10b

50.24±0.14a

0.60 
0.28 
0.28

1)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triplicate.
2)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SD/mean×100).
3)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Jeong 등(18)은 마늘을 60°C와 

70°C에서 60일까지 숙성시킨 결과 60°C 처리 시 SAC 함량

은 최초 0.48 mg/g에서 15일의 1.01 mg/g까지 증가한 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C에서는 감소되는 폭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SAC는 숙성과정 중 γ-GTP

에 의해 GSAC로부터 생성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4), 숙성

온도와 기간에 따라 SAC 함량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저온(40~70°C) 숙성 시 SAC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γ-GTP의 생육최적온도가 40°C 부근이기 때문이며(25), 

75°C에서 3분 이상 열처리 시 완전히 불활성화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26). 100°C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삶기와 고압멸균 처리 시 SAC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γ-GTP의 메커니즘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므로 고온고압

처리에 따른 SAC의 전구물질인 GSAC, alliin 함량과 γ- 

GTP 활성 변화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늘의 기능성분인 S-allyl-L-cysteine(SAC) 

분석법을 검증하고 조리방법에 따른 마늘의 SAC 함량을 분

석하였다. SAC 분석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이

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

였다. SAC 표준물질과 마늘 추출물을 유도체화시킨 후 flu-

orescence detector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머무름 시간을 

갖는 단일 피크를 확인하였다. 직선성은 상관계수 값이 

0.9999였으며, 검출한계는 0.15 μg/mL, 정량한계는 0.47 

μg/mL, 정밀성의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 정확성인 회수

율은 95%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생마늘의 SAC 함량은  

2.77 mg/g이었으며, 데치기와 전자레인지 처리는 조리 수

준에 따라 SAC 함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기와 고압

멸균처리 시 조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SAC 함량은 증가하

였고, 특히 121°C에서 60분 고온고압처리 할 경우 50.24 

mg/g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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