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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gurt base was prepared from skim milk added with 0.5, 1.0 and 1.5% (w/v) black garlic extracts(BGE, 60 brix), 
fellowed by fermentation with Lactic acid bacteria (the mixed strain of 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at 42℃ for 24 hr. The yogurt products were evaluated for acid production (pH, titrable 
acidity), number of viable cells, viscosity, color value, and sensory properties. The pH of yogurt with BGE was below 
6.0 at 6 hr fermentation, after which it was rapidly acidifies. Aftert 24 hr, the titratable acidity of yogurt with 1.5% BGE 
was 0.74%, which was 5.7 times higher than that before ferment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iable cell 
count between the samples after 3 hr fermentation. The viscosity of yogurt was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BGE. As 
the percentage of BGE increased, the L value (lightness) decreased while the a value (redness) and b value (yellowness) 
increased. The overall sensory score of yogurt with BGE was lower than that of yogurt with only skim milk. Therefore, 
moderate addition of BGE was below 1% for the preparation of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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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산균 발효유는 대장의 장내환경을 변화시켜 유해세

균의 감소 및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균 활성제(pro-
biotics)로서 정장작용, 혈중 cholesterol 감소작용, 미네랄

과 비타민 흡수 촉진작용, 유당의 소화흡수 촉진 및 대장

암 발생 억제작용 등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된다(So MH 
1985, Hood SK와 Zottola EA 2006).
발효유 제품은 발효 기질이 되는 우유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고, 액상 및 호상으로 제조 가능한 특성을 

가지며(Ko SH 등 2008),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가 가능하

므로 기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재료를 첨가하여 생

리활성이 더 우수한 요구르트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있다.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1년생 초

본 작물로 항균 및 살균작용, 항산화작용, 혈압 강하작

용, 소화촉진, 피부질환 및 노화 억제작용 등 다양한 효

과가 보고되고 있다(Jain RC와 Vyas CR 1975, Cheng 
HH와 Jung TC 1981, Shashikanth KN 등 1984, Kleijnen 
J 등 1989). 또한 마늘에 함유된 allicin, germanium, cys-
teine 등 유기 및 무기성분에 의한 항균, 암세포 생육 억

제 작용 및 항 알레르기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lton I 등 1936, Block E 1985). 하지만 생마늘은 강

한 냄새와 매운 맛으로 인하여 충분한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어렵고, 일시에 다량 섭취할 경우 빈혈이나 체

중감소, 성장장애, 혈청 단백질 감소 등의 부작용도 제

기되고 있다(Shashikanth KN 등 1984).
이러한 마늘의 냄새와 맛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처리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열처리 공정 동안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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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이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

화학적 변화를 활용한 가공마늘인 흑마늘은 열처리 공

정 동안 마늘 자체 성분에 의한 amino-carbonyl 반응에 

의해 갈변물질이 생성되어 점차 검게 변하게 되고, 감미

는 증가하며, 마늘의 매운 맛이나 향은 감소되어 섭취에 

용이하게 된다(Shin JH 등 2008). 생마늘이 숙성되어 흑

마늘로 변하는 동안 생마늘의 불안정하고 냄새나는 성분

들이 보다 안정하고 냄새가 없는 수용성 물질로 변화하

여 S-allylcysteine(SAC), S-allylmercapto-cysteine(SAMC), 
tetrahydro-β-carboline과 같은 유기 황화합물과(Nagae S 등 
1994), diallyl sulfide(DAS), triallyl sulfide, diallyl disul-
fide(DADS), diallyl polysulfides 등의 지용성 물질이 함

유하게 되며(Horie T 등 1992, Amagase H와 Milner JA 
1993, Awazu S와 Horie T 1997, Amagase H 등 2001), 
이러한 성분들에 의해 일반적인 생마늘보다 월등히 높

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고(Imai J 등 1994, Ide N과 Lau 
BH 1999, Ichikawa M 등 2006),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

련된 효과 및 항염증 활성 등을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Medina-Campos ON 등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을 다양한 식품가공에 적용

함으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흑마늘 추출물 고농축액을 첨가한 요구르트를 제

조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흑마늘 농축액은 60 brix 이상으로 추출 농축된 것을 

도울농산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Starter로 
사용한 균주는 (주)메트로비앤에프에서 제공한 Yo-mixTM 
321(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Danisco, Denmark)를 사용하였다. 발
효기질로서 탈지분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당원으로는 glucose(Duchefa Biochemie., 
Netherland)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용기는 121 
℃에서 15분간 멸균한 후, 열풍건조기 내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2. Starter stock 및 요구르트의 제조

Starter stock은 분말 Yo-mixTM 321 18 g을 멸균된 14% 
탈지분유 용액 1,000 mL에 충분히 용해시킨 후 별도의 

배양 없이 이를 적정량 분주하여 -70℃에 보관하면서 요

구르트 제조시 사용하였다.
흑마늘 농축액을 0.1～2.0%의 범위로 첨가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한 결과 0.5% 미만일 경우 농축액의 첨가량

이 낮을 경우 대조군과 차별성이 낮았고, 1.5% 이상 첨

가할 경우 살균 처리시 발효 기질이 응고되어 요구르트 

제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흑마늘 첨가 요구르트

의 제조를 위하여 요구르트의 관능적 특성 및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흑마늘 첨가 범위로 0.5～1.5%를 설

정하였다. 10% 탈지분유 기질에 흑마늘 농축액을 각각 

0, 0.5, 1.0, 1.5% 농도로 첨가한 다음 유산균의 생육을 

위해 1% glucose를 첨가하여 최종 부피 500 mL이 되게 

하였다. 80℃에서 30분간 살균을 한 후 40℃로 식히고 

미리 제조한 starter stock을 500 µL 접종하여 42℃에서 

24시간 발효하였다. 이 때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하지 않

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발효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균수, pH 및 산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0, 3, 6, 
9, 12, 18 및 24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취해 분석하였다.

3. pH 및 적정 산도

요구르트 10 g에 탈이온수를 가하여 50 mL로 정용한 

다음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한 여액을 시료로 사

용하였다. pH는 pH meter(Orion 3 STAR, Thermo Sci-
entific,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적정산도는 동

일한 여액 10 mL에 0.1 N NaOH 용액을 가하여 pH 8.4
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된 양으로부터 산출하여 젖산함

량으로 표시하였다.

4. 생균수 측정

각 시간대별로 회수한 시료는 vortex를 이용하여 3분 

동안 균질화 시킨 후 일정량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생균수는 배양액 1 mL에 0.1% peptone 용액 9 mL
을 혼합하여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였다. 시간대별로 회

수한 시료를 적절히 희석한 후 각각의 희석액 1 mL를 

plate에 접종하고 1% agar가 첨가된 MRS broth(Difco, 
U.S.A.)를 이용한 평판측정법으로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plate는 4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 후 형성

된 colony 수를 계측하고 그 colony에 희석배수를 곱하

여 시료 mL당 CFU(Colony Forming Unit)로 나타내었다.

5. 색도

24시간 발효 후 요구르트의 색은 색차계(UltraScan VIS, 
Hunter Lab, U.S.A.)를 사용하여 명도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으로 나

타내었으며,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백판의 
L값은 99.46, a값은 -0.1, b값은 0.14였다.

6. 점도

발효가 완료된 요구르트를 실온에서 점도계(VISCO 
STAR plus, Fungi Lab, Spain)의 3번 spindle을 사용하여 

60 rpm에서 4분에서 8분까지 1분 간격으로 점도를 측정

하여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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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능검사

발효 완료된 요구르트는 올리고당을 총 무게의 10%
씩 가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관능검사 패널

은 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요구르트의 신맛, 텁텁한 맛, 색, 마늘 냄새 및 전

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기호도가 높을수록 7점을 주고 

낮을수록 1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7점 척도법으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8. 통계처리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

하여 분산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

내었다. 각 실험군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요구르트 숙성 중 pH의 변화

요구르트 제조시 흑마늘 농축액을 각각 0.5, 1, 1.5% 
첨가하여 발효 0, 3, 6, 9, 12, 18 및 24시간에 각각 시

료를 취하여 pH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흑마늘 추출액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의 pH는 6.74
인데 비해 흑마늘 농축액을 1.5% 첨가하였을 때 pH는 

6.31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량이 많

을수록 발효 초기 pH가 낮았는데, 흑마늘의 pH는 4.36 
정도로 낮다는 보고(Choi DJ 등 2008)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요구르트 제조시 첨가된 흑마늘 농축액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효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는데, 대조구의 pH는 발효 9시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흑마늘 농축액 첨가구에서는 발효 6시

Table 1. Changes in pH of yogurt with black garlic extracts 
during fermentation period

Fermentation 
time(hr)

Additional volume of black garlic extracts(%)
0 0.5 1.0 1.5

0 6.74±0.01dC 6.54±0.02cC 6.42±0.02bE 6.31±0.05aD

3 6.73±0.02bC 6.07±0.51aB 6.44±0.02abE 6.31±0.04abD

6 6.67±0.17bC 5.63±0.49aB 5.43±0.16aD 5.73±0.33aC

9 5.06±0.01cB 4.37±0.01aA 4.37±0.03aC 4.48±0.06bB

12 4.47±0.01cB 4.22±0.01aA 4.23±0.01aB 4.28±0.01bAB

18 4.20±0.01cA 4.09±0.02aA 4.09±0.02aA 4.14±0.01bA

24 4.11±0.01bA 4.04±0.03aA 4.05±0.04aA 4.10±0.01bA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발효 18시간 이후부터는 

pH 4.14 이하로 산성화 된 후 통계적인 변화가 없었다.
Cho JR 등(2007)은 마늘 분말을 0.2～1.0% 첨가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한 결과 발효 18시간 이후 pH는 3.83～
4.17의 범위라고 하였으며, Chameber JV(1979)는 요구르

트의 바람직한 pH 범위가 3.27～4.53라고 보고한 바 있

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2. 요구르트 숙성 중 산도의 변화

흑마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발효시간에 따른 적정 
산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효 초기

에 산도는 0.13～0.15%의 범위로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

유무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발효 9시간 경과 이후부

터 산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발효 24시간에 대조구

는 0.71%로 시료 중 산도가 가장 낮았고, 흑마늘 농축

액 0.5% 첨가구는 0.78%로 산도가 가장 높았다.
Cho YS 등(2008)은 시료 중의 아미노산에 의해 젖산

균의 생육이 촉진되어 산 생성이 증가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흑마늘 중의 구성아미노산 함량은 1931.13 mg/ 
100 g으로 생마늘에 비해 높은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

(Choi DJ 등 2008)되어 있다. 이상의 보고들로 미루어 볼 
때 본 실험의 결과 흑마늘 농축액이 첨가된 요구르트의 

산도가 더 높은 것은 첨가된 흑마늘 속의 아미노산과 당 
등이 젖산균의 생육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며, 
흑마늘 농축액을 1.0% 미만으로 첨가하였을 때 젖산균의 
생육이 더 촉진되어 0.5% 첨가구의 산도 증가폭이 더 컸

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요구르트 숙성 중 생균수의 변화

흑마늘 농축액 첨가량에 따른 요구르트의 생균수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발효 3시간에 대조

Table 2. Changes in acidity of yogurt with black garlic extracts 
during fermentation period (%)

Fermentation 
time(hr)

Additional volume of black garlic extracts(%)
0 0.5 1.0 1.5

0 0.15±0.01abA 0.18±0.04bB 0.13±0.01aA 0.13±0.01aA

3 0.14±0.01abA 0.13±0.01aA 0.15±0.01bB 0.14±0.01abA

6 0.18±0.01bA 0.15±0.01aAB 0.47±0.03cC 0.21±0.01bB

9 0.48±0.09aB 0.57±0.01bC 0.44±0.01aC 0.45±0.01aC

12 0.49±0.01bB 0.64±0.02cD 0.43±0.03aD 0.50±0.01bD

18 0.63±0.04aC 0.72±0.01bE 0.66±0.01aE 0.65±0.01aE

24 0.71±0.02aD 0.78±0.01cF 0.72±0.01abF 0.74±0.01bF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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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viable cells count of yogurt with black garlic extracts during fermentation period (CFU/mL)

Fermentation time(hr)
Additional volume of black garlic extracts(%)

0 0.5 1 1.5
0 1.59±0.17×104 aA1) 1.59±0.30×104 aA 1.56±0.25×104 aA 1.38±0.31×104 aA

3 3.69±0.15×106 cA 2.76±0.90×106 bA 7.00±0.13×105 aA 4.20±0.15×105 aA

6 2.80±0.25×107 cA 1.80±0.12×107 bA 2.30±0.33×107 cA 1.10±0.24×107 aA

9 2.17±0.13×108 bB 1.50±0.12×108 aB 1.50±0.10×108 aB 1.40±0.97×108 aB

12 3.56±0.49×108 aC 2.80±0.60×108 aC 3.00±0.50×108 aC 4.80±0.70×108 bC

18 6.33±0.51×108 aE 5.76±0.55×108 aE 5.40±0.98×108 aE 5.53±0.73×108 aDE

24 5.50±0.25×108 bD 3.80±0.36×108 aD 4.50±0.52×108 abD 5.96±0.12×108 bE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군의 생균수는 3.69×106 CFU/mL이었고, 0.5% 첨가구는 
2.76×106 CFU/mL로 차이가 적었으나 1.0%와 1.5% 첨가

구에서는 각각 7.00×105 CFU/mL와 4.20×105 CFU/mL로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생균수가 더 적

었다. 그러나 발효의 진행과 더불어 흑마늘 농축액의 첨

가에 따른 생균수의 차이는 적어져 발효 6시간 이후 생

균수는 1.10～2.80×107 CFU/mL로 대조군 및 흑마늘 농

축액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발효 12시간

까지 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수기를 거쳐 발효 

24시간 까지는 안정기로 생균수는 2.80～5.96×108 CFU/ 
mL의 범위였다.

Cho JR 등(2007)은 마늘 분말을 첨가한 요구르트 제

조시 생균수는 마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였는데 이는 마늘 자체의 항균력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의 결과 1.5%까지의 흑마늘 농축액 첨

가는 요구르트 숙성 중 유산균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흑마늘은 가공과정 중 

열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마늘 중에 특유의 매운 맛

이나 향기성분이 감소하는데, 이 때 마늘 중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일부가 같이 소실되거나, 생마늘에 비

해 상대적으로 당의 함량이 증가되므로 오히려 유산균

의 생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요구르트의 생균수가 대조

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tarter로 단일균주가 아닌 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혼합 균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단일균주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생

육에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식품공전(2009)에 의하면 농후 발효유의 총 

유산균수는 106 CFU/mL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본 실험에

서 24시간까지 발효한 모든 시료는 108 CFU/mL 이상의 

유산균수가 확인되어 발효유의 성분 규격에 적합하였다.

4. 흑마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색도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색도를 측정한 결

Table 4. Effect of black garlic extracts on color values of yo-
gurt curd

Additional vol. of
black garlic extracts(%)

Hunter's color values
L a b

0 87.89±0.01d -2.32±0.01a 8.83±0.03a

0.5 75.70±0.11c 2.83±0.04b 19.69±0.02b

1.0 72.15±2.94b 3.93±0.98c 21.77±1.86c

1.5 66.90±0.02a 5.58±0.02d 24.64±0.04d

F value 109.908 144.434 165.314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과는 Table 4와 같다.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흑마늘 농

축액 무첨가구에서 87.89였으며,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

량이 많아질수록 L값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적색도

를 나타내는 a값은 대조구에서 -2.32였는데, 흑마늘 농축

액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황색

도를 나타내는 b값도 대조구에서 8.83이었는데, 흑마늘 

농축액 첨가시 19.69～24.64의 범위로 흑마늘 농축액 첨

가량에 비례하여 증가되었다.
Lee YJ 등(2008)은 유자첨가 요구르트의 색도가 무첨

가 요구르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자의 색에 

기인한 결과라 하였으며, 복분자 착즙액 첨가 요구르트도 
착즙액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L, a 및 b값이 상승

되었다는 보고(Lee JH와 Hwang HJ 2006)는 본 실험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흑마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색은 흑마늘 자체의 색은 L값이 22.52, 
a값이 2.86, b값이 3.19라는 Choi DJ 등(2008)의 보고로 

미루어 볼 때, 흑마늘 농축액 자체의 색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흑마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점도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점도를 

점도계로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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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black garlic extracts on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yogurt curd
Additional vol. of black 

garlic extracts(%) Sour taste Taste Color Galic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0 4.22±1.64a 3.66±1.73c 6.00±1.32c 2.00±1.80a 4.56±1.33b

0.5 3.17±0.97a 3.55±1.74bc 4.88±1.69bc 3.33±2.17a 4.56±1.81b

1.0 3.55±1.50a 3.55±2.00ab 3.77±1.20ab 3.00±1.73a 3.89±1.61ab

1.5 3.33±1.65a 3.55±2.44a 3.00±1.41a 3.44±2.55a 2.89±1.27a

F value 0.598 0.018 7.66 0.887 2.407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Effect of black garlic extracts concentration on visco-
sity of yogurt cur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bar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요구르트 혼합액의 총 
고형분 함량, 단백질의 가수분해 정도, 사용균주의 slime 
생산능력 및 산생성력(Taminme AY와 Robinson RK 1999), 
유산균의 생성에 의한 커드의 발달 정도(Bae JH 등 2000), 
유산균에 의하여 생성되는 다당류로 이루어진 점액성 물

질(Rasic JL과 Kurmann JA 1978), 우유 중의 카제인 미

셀과 지방글로블린, 유당, 유청단백, 염의 농도 등(Robin-
son RK 1981)이 있다.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점도는 414.87± 

132.60 cps였으며,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점도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0.5% 첨가구의 경우 509.60± 
16.67 cps이던 것이 1.5% 첨가구에서는 464.65±91.26 cps
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이처럼 흑마늘 첨가 

요구르트의 점도 변화가 미미한 것은 상기 여타 분석 결

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가 유산균

의 생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유 내 단백질

과 작용하여 겔 강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적

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구르트의 점도는 첨가되는 부재료의 영향을 받게 되

는데 Sung YM 등(2005)은 클로렐라를 1.0%까지 첨가하

였을 때 요구르트의 점도는 클로렐라 첨가량에 반비례

하여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Bae JH 등(2000)도 쑥 추출

물을 첨가할 경우 요구르트의 점도는 감소하였는데 이

는 쑥 추출물이 요구르트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함으로

서 단백질의 수화율과 보수력 등에 영향을 미쳐 겔 강

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6. 흑마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관능평가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신맛, 텁
텁한 맛, 색, 마늘 향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해서 관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신맛은 

흑마늘 농축액 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3.17～4.22의 범위

로 유의차가 없었다. 흑마늘 농축액 1.0% 이상 첨가시 

색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요구르트의 

텁텁한 맛에 대한 평가는 0.5% 첨가시에는 무첨가구와 

유의차가 적었으며, 1.5%의 흑마늘 농축액 첨가시에는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낮았다. 마늘 향에 대한 평가는 흑

마늘 농축액의 첨가 유무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흑마

늘 농축액 첨가 요구르트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1.5% 첨
가시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관능평가 결과로부터 흑마늘 농축액의 첨가 비

율이 높아지면 익숙하지 않은 흑마늘 특유의 맛, 향 및 

색이 감지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오히려 저하하므로 요

구르트 제조시 흑마늘 농축액의 적정 첨가 비율은 1.0% 
이하의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클로

렐라를 0.2, 0.5 및 1.0%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에서

도 관능평가원들이 클로렐라 특유의 맛과 향에 익숙하

지 않아 클로렐라 첨가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기호

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Sung YM 등 2005).

IV. 요 약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품질특성 평가를 

위하여 탈지분유에 0.5～1.5% (w/v) 흑마늘 농축액을 혼

합하고 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의 혼합균주를 접종하여 42℃에서 24시
간 배양하였다. 흑마늘 농축액 첨가량에 따른 유산균의 

생육정도, 요구르트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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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흑마늘 농축액이 첨가된 요구르트의 pH는 발효 

6시간 이후부터 pH 6.0 이하로 대조군에 비해 더 빨리 

산성화 되었으며, 발효 24시간에 적정산도는 흑마늘 농

축액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더 높아 흑마늘 농

축액 1.5% 첨가군의 경우 발효 전에 비해 약 5.7배 증

가하여 0.74%였다. 흑마늘 농축액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생균수는 발효 3시간까지는 흑마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생육정도가 감소하였으나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흑마늘 농축액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요구르트의 점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고, 색도는 흑마늘 농축액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L값)는 감소하였고 적색도

(a값)와 황색도(b값)는 증가하였다. 흑마늘 농축액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기호도가 감소하였는데 이

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요구르트 제조시 
흑마늘 농축액의 적정 첨가 농도는 1% 미만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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