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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마늘추출물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실험연구이다. 항
균효과의 대조 항생제로서 Ampicillin 10 µg(BBL)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로 두 차례에 걸
쳐 진행하였다. Kirby-Bauer의 disc diffusion method에 따라 감수성을 측정하였고 CLSI에서 제시한 판독기준에 따라 
감수성 여부를 판독하였다. 연구결과, 생마늘은 추출법과 관계없이 Ampicillin 10 µg에 비해 항균효과가 높게 나타났
다. 반면 흑마늘은 제조법과 추출방법과 관계없이 4종의 균주에서 저항성을 발현하였다. CLSI의 감수성 판독기준에 
따르면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 µg은 강력한 항균효과를 발현한 반면, 모든 균주들이 흑마늘 추출물에는 
저항성을 발현하였다. 다만, 15일의 자연숙성발효한 흑마늘의 에탄올 추출물은 S. aureus와 E. coli에서 성장저지환이 
각각 8 mm와 7 mm로 나타나 항균효과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하겠다. 향후 마늘
의 천연식품보존제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흑마늘의 다양한 추출법을 활용한 항균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마늘, 흑마늘, 병원성 세균, 항균효과, 감수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ntimicrobial effect of garlic and black garlic against 
pathogenic bacteria.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ntibacterial effects of garlic, Ampicillin 10 μg (BBL) 
was used as control antibiotics. Research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each of November 2013 and January 
2014. Susceptibility to the antimicrobial effect was measured through Kirby-Bauer disc diffusion method and 
verified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posed by the CLSI. Antimicrobial effect of fresh garlic was higher 
regardless of the method to extract than Ampicillin 10 μg. In contrast, the manufacturing methods of the black 
garlic had no effective differentiations. I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black garlic showed resistance to all 
of 4 strains. However, in the ethanol-extract of fermented black garlic(natural aging of 15 days.) was found the 
small changes of the growth-inhibition-zone against S. aureus (8 mm)and E. coli(7 mm). This study proposes a 
variety attempts about the extraction methods of black garlic for the possibility of food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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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와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의 감염 환자 증은 매우 이고도 치명 인 결과

를 래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우는 MRSA와 

VRE은 일반 항생제로 제균이 어렵고 plasmid 등을 통해 

다른 균주들에게 내성을 달함으로써, 치료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생제의 내

성 문제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

회  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

다. 실제로 장구균(Enterococci)은 균 증, 요로감염, 심

내막염 등을 흔히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으로 1970년  β

-lactam 항균제와 aminoglycoside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아  세계 으로 문제가 되었다. 장구균의 유일한 치

료약제인 vancomycin에 내성을 갖는 VRE의 출 은 

재 개발된 glycopeptide계 항균제를 체할 수 있는 효과

인 약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되고 있다[1]. 

그리고 자연계에 리 분포하고 있는 그람 양성 구균

인 S. aureus는 사람과 동물의 피부에 상재하는 정상세

균이지만 당한 환경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질환을 일

으키는 기회감염 균이기도 하다. S. aureus에 의해 생산

되는 장독소는 사람에서 구토, 설사  장염 등을 일으키

는 식 독의 주된 원인체가 될 뿐 아니라 독성 쇼크성 증

후군으로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 한 병원성 

세균들에 한 항생제의 과용은 항생제 내성 균주들의 

출 을 발하 고 이로 인한 치명  부작용들의 발생은 

건강과 생명의 은 물론 의료비 지출의 경제  손실

을 래하게 된다[2,3,4]. 따라서 이러한 미생물들의 증식

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 항균성 물질을 찾아내는 일은 매

우 요하고도 시 한 과제라 하겠다. 

항균효과를 지닌 천연물질들에 한 연구  특히 마

늘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마늘은 특유의 

냄새와 매운 맛 성분인 allicin, 체내 신진 사를 진시

키는 scordinine, 항암  의 생성을 방하는 효과가 

있는 ajoene 등이 표 인 특수성분이다. 마늘의 요한 

생리활성으로는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산화, 면역증

강, 액응고 억제, 간기능 회복, 당 감소 효과, 고지

증  동맥경화증 개선, 뇌기능 향상 등이 알려져 있다

[5,6,7,8]. 그동안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검증되어온 마늘의 항균효과에도 불구하고 천연항생

제나 천연식품보존제로서의 마늘 상용화가 실 되지 못

한 이유는 마늘이 지니고 있는 자극 인 매운 맛과 냄새

에 기인한다. 실제로 마늘의 독특한 향과 자극 인 매운 

맛은 가열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마늘의 자극 인 매운

맛과 냄새는 기호도를 하시킬 뿐 아니라 마늘을 이용

한 식품개발의 해요인이 되고 있다[9]. 마늘의 항균작

용은 마늘에 들어있는 일종의 비단백성 함황아미노산인 

알린(alliin; Spropenyl-L-cysteine sulfoxide)이 alliinase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알리신(allicin; allyl 

2-pro penethiosulfinate)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마늘의 냄새 제거에 가장 통 이고 손쉬운 방법은 

열처리 법으로 마늘을 구울 경우 그 풍미가 달콤해지고 

자극 인 냄새가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이러한 가열 공

정을 거친 마늘은 그 조건에 따라 풍미뿐만 아니라 색, 

양성분을 포함한 다양한 이화학 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정 으로 활용한 로서 흑마늘

을 들 수 있는데, 생마늘을 고온에 장하면서 한 습

도를 유지할 경우 갈변반응으로 인하여 색이 검게 변하

게 된다. 흑마늘의 경우 단맛은 증가하고, 향과 씹힘성이 

변화하여 발효숙성마늘이 되는 것이다. 

발효숙성마늘의 경우 최근 제조법이 알려지기 시작하

면서 다양한 2차 가공제품개발을 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11]. 그러나 흑마늘의 제조법에 한 표 화된 

공정이 미처 설정되지 않은 채로, 우더나 농축액의 형

태로 흑마늘 가공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실상 안

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12].

그러나 마늘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생마늘의 성분분석과 항산화효과  항균효과에 한 연

구들[1,7,8,9,10,14,19]이 주를 이루고, 마늘을 가열하는 단

계에 따른 성분분석[5], 흑마늘의 성분비교와 항산화효과

에 한 연구들[11,12,18]로 생마늘에 비해 흑마늘의 항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흑마늘은 발효숙성된 건강식품으로 각 을 받고 

있는 추세로 가정에서 흑마늘을 직  제조하여 음용하는 

경우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정용 숙성

제조기의 유통은 흑마늘의 음용을 보편화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 그 다면 흑마늘이 생마늘이 지니고 있는 요

한 생리활성 효과들을 과연 발 하고 있는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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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이 무엇보다 시 하다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최근 많이 사

용하고 있는 자가숙성발효법을 활용하여 흑마늘을 직  

제조하고, 병원성 세균에 한 마늘 추출물의 항균효과

를 비교 검증함으로써, 향후 마늘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식품보존제 개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 으로 

실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마늘  가정 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제조방법에 의해 발효숙성한 흑마늘에 한 항균효

과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는 목 으로 시도된 실험연구이

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 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Model of experimental design

실험용 마늘은 모두 네 종류로, 신선한 마늘을 마쇄하

여 획득한 생마늘즙(FG1), 에탄올추출법을 활용하여 획

득한 생마늘추출물(FG2), 가정용 숙성제조기를 활용하

여 발효숙성한 흑마늘을 마쇄하여 획득한 흑마늘즙

(BG1), 가정용 기밥솥을 이용하여 자가숙성발효한 흑

마늘을 가지고 에탄올추출법으로 획득한 흑마늘추출물

(BG2)이었다. 조 항생제로 Ampicillin 10 µg (BBL)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연구재료들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연구재료

2.1.1 마늘

실험에 사용한 마늘은 의성6쪽마늘로, 수확 후 –2oC 

～ -3oC에서 장되었던 것을 앙시장 마늘 총 장에

서 구입하 고 구매 후 10일 이내에 사용하 다[Fig. 2; 

FG]. 

2.1.2 흑마늘

본 연구에서 구입한 생마늘을 가지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제조방법을 용하여 흑마늘을 직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Fig. 2].

FG1 BG12 BG23

1FG  : Fresh garlic
2BG1 : Black garlic of 1-day-fermentation
3
BG2 : Black garlic of 15-days-fermentation

[Fig. 2] Photograph of fresh and aged black 
garlic  

첫 번째 제조방법은 시 에 유통되고 있는 가정용 숙

성제조기를 활용한 것으로 흑마늘 발효숙성에 소요된 기

간은 1일이었다[Fig. 2; BG1]. 

흑마늘 제조의 두 번째 방법은 가정용 기밥솥을 이

용하여 자가숙성발효하는 것으로 여타의 첨가제를 투입

하지 않은 채 85~95%의 습도 하에 60~70oC 온도를 유지

시킨 후 15일 동안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이다[Fig. 2; 

BG2].

2.1.3 마늘 추출물

본 연구에서 구입한 생마늘과 직  제조한 흑마늘은 

냉장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두 가

지의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마늘 추출물을 획득하 다. 

첫  번째는 껍질을 제거한 각 시료(생마늘·흑마늘)를 

마쇄하여 상온에서 바로 교반, 침출시키는 방법이다. 이

를 통해 획득한 추출물은 마늘즙의 형태이다.  

두 번째로 껍질을 제거한 각 시료 20 g에 70% 에탄올 

300 mL을 가한 후 분쇄  음  추출기(SD-350H, 

Seong Dong, Seoul, Korea)에서 60분씩 3회 반복하여 추

출하 다. 추출물을 다시 감압여과(Whattman No.42)한 

후 40°C에서 감압농축하고 50 mL로 정용하여 3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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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여 진공·건조하여 최종 추출물을 획득하는 방법이

다. 이를 통해 획득한 추출물은 결정체의 형태로 [Fig. 3]

과 같다.

  

[Fig. 3] Photograph of garlic extract

2.1.4 병원성 세균

실험에 사용한 병원성 세균은 국립보건진흥원으로부

터 분양받은 그람음성균 2종과 그람양성균 2종의 시험용 

균주로 총 4종이었다. 

E. faecalis(ATCC 29212), S. aureus(ATCC 25923), E. 

coli(ATCC 25922), P. aeruginosa(ATCC 27853)가 실험

에 사용되었다.

2.1.5 대조 항생제

마늘의 항균효과를 항생제와 비교 분석하기 해 

조 항생제로서 Ampicillin 10 µg (BBL)을 사용하 다.  

CLSI(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시하는 Ampicillin 10 µg에 한 감수성 독기 [13]

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Table 1>.

Interpretive  criteria Zone diameter (mm)

Susceptible ≥15

Intermediate 12–14

Resistant ≤11

<Table 1> Interpretive criteria of ampicillin 10g

2.3 감수성 측정

항균효과 검증을 해 Kirby-Bauer의 disc diffusion 

method의 감수성 측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분양 

받은 ATCC 균주들은 액한천배지를 사용하여 37oC의 

항온기에서 24시간동안 배양되었다. 균 배양과정에서 얻

어진 단일 집락을 0.5 McFarland 탁도로 맞춘 균 부유액 

20㎕씩을 Autopipette으로 Muller Hinton Agar에 종한 

후 멸균 으로 배지 체에 골고루 도말하 다. 직경 6 

mm의 멸균 paper disc에 생마늘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

물을 각각 25㎕ 씩 흡수시킨 후, Ampicillin 10 µg (BBL)

의 paper disc와 함께 균 도말 배지에 올려 놓았다. 37oC

의 항온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paper disc 주 의 성장

지환 직경을 mm 단 로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조 항생제와 비교하기 해 CLSI에서 제시한 독기

[13]에 따라 감수성 여부를 독하 다.

3. 연구 결과

3.1 생마늘의 항균효과

생마늘에서 발 되는 항균효과의 실험결과를 비교분

석한 결과, 생마늘의 마쇄추출물(FG1)의 경우 E. faecalis

와 P. aeruginosa에는 조 항생제인 Ampicillin 10 µg과 

유사한 항균효과를 보 다. 생마늘의 마쇄추출물(FG1)

은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 µg보다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FG2)은 마쇄추출물(FG1)과 

같이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 µg보다 감수성

이 높게 발 되었다. 한 마늘의 마쇄추출물(FG1)과는 

달리 에탄올 추출물(FG2)은 E. faecalis에도 Ampicillin 

10 µg보다 감수성이 높게 발 되었다. 반면 P. 

aeruginosa에는 조 항생제인 Ampicillin 10 µg과 마쇄

추출물(FG1)에 비해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FG2)의 항

균효과가 낮았다<Table 2>.

Stains

Diameter of inhibition zone (㎜)

Fresh garlic Black garlic
AMP5

FG11 FG22 BG13 BG24

E. faecalis 10 17 6 6 10

S. aureus 31 30 6 8 24

E. coli 22 24 6 6 17

P. aeruginosa 10 7 6 7 10
1FG1 : Juice made by crushing fresh garlic
2FG2 : Fresh garlic extract made by extraction 

       process
3BG1 : Juice made by crushing black garlic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 day
4
BG2 : Black garlic extract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5 days
5AMP : Ampicillin 10 ㎍ (BBL products)

<Table 2> Antimicrobial disc susceptibility of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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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흑마늘의 항균효과

흑마늘에서 발 된 항균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가정

용 숙성제조기로 만든 흑마늘의 마쇄추출물(BG1)의 경

우 4종의 실험균주 모두에 항성이 발 되었다. 

반면, 15일 기간의 자연숙성발효한 흑마늘의 에탄올 

추출물(BG2)은 S. aureus와 E. coli에서 성장 지환이 각

각 8 mm와 7 mm로 작은 항균효과의 흔 이 발견되었

다. 그러나 CLSI에서 제시하는 감수성 독기 [13]에 

따르면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 µg은 강력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모든 균주들이 흑마늘 추출

물(BG2)에는 항성을 나타낸 것으로 독되었다

<Table 2>.   

3.3 균주별 감수성의 차이

생마늘(FG1, FG2)의 항균효과를 감수성 독기 에 

의거하여 균주별로 조 항생제인 Ampicillin 10 µg과 비

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3.3.1 E. faecalis

E. faecalis에 가장 높은 감수성을 보인 것은 성장 지

환이 17 mm로 측정된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FG2)이

었다[Fig. 4]. Ampicillin 10 µg과 생마늘의 마쇄추출물

(FG1)의 성장 지환은 모두 10 mm로 CLSI의 감수성 

독기 에 따르면 E. faecalis에 항성을 보인 것으로 평

가된다.

1
FG1  : Juice made by crushing fresh garlic

2
FG2  : Fresh garlic extract made by extraction process

3BG1  : Juice made by crushing black garlic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 day
4
BG2  : Black garlic extract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5 

days
5
AMP : Ampicillin 10 ㎍ (BBL products)

[Fig. 4] Results i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of garlic

3.3.2 S. aureus

S. aureus에 가장 높은 감수성을 보인 것은 생마늘의 

마쇄추출물(FG1)로서 성장 지환이 31 mm로 측정되었

다. 그 다음으로 에탄올 추출물(FG2) 한 성장 지환이 

30 mm로 Ampicillin 10 µg(성장 지환, 24 mm)보다 감

수성이 높게 발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마늘추출

물과 조항생제 Ampicillin에서 가장 높은 감수성을 발

한 병원성 미생물은 S. aureus이었다[Fig. 4].

3.3.3 E. coli

E. coli에 가장 높은 감수성을 보인 것은 성장 지환이 

24 mm로 측정된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FG2)이었고 

다음으로 마쇄추출물(FG1) 한 성장 지환이 22 mm로 

Ampicillin 10 µg(성장 지환, 17 mm)보다 감수성이 높

게 발 되었다[Fig. 5]. 이러한 결과에 해 CLSI의 감수

성 독기 에 따르면 E. coli에 모든 생마늘(FG1, FG2)

과 Ampicillin 10 µg은 높은 감수성을 발 하여 항균효과

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3.3.4 P. aeruginosa

P. aeruginosa에 한 생마늘의 마쇄추출물(FG1)과 

Ampicillin 10 µg의 성장 지환은 모두 10 mm로 측정되

었고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FG2)의 경우 성장 지환

이 7 mm로 추출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다[Fig. 5]. 

그러나 CLSI의 감수성 독기 에 따르면 추출법과 상

없이 모든 생마늘(FG1, FG2)과 Ampicillin 10 µg은 P. 

aeruginosa에 항성을 발 하여 항균효과가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

4.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자가숙성발효법을 활용하여 흑마늘을 직  제조하고, 

병원성 세균에 한 마늘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비교 검

증함으로써, 향후 마늘추출물을 활용한 천연식품보존제 

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시도한 실험연구이다. 

CLSI의 감수성 독기 에 따라 4종의 균주들  생

마늘의 항균효과가 가장 높게 발 된 병원성 세균은 S. 

aureus 고 그 다음으로 E. coli로 독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Yun[14]의 보고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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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G1  : Juice made by crushing fresh garlic
2FG2  : Fresh garlic extract made by extraction process
3
BG1  : Juice made by crushing black garlic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 day
4BG2  : Black garlic extract produced by fermentation of 15 

days
5AMP : Ampicillin 10 ㎍ (BBL products)

[Fig. 5]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garlic
and Ampicillin

추출방법과 상 없이 생마늘은 S. aureus와 E. coli에 

Ampicillin 10 µg보다 높은 항균효과를 발 하 고, P. 

aeruginosa에 Ampicillin 10 µg과 동일하게 항성을 발

하 다. 이러한 결과는 Chung 등[15]의 향신료(마늘, 

생강, 양 , 후추, 산 ) 정유 성분들의 항균효과실험에서 

그람 음성균인 E. coli보다 그람 양성균인 S. aureus에 

한 항균효과가 크게 발 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한 여드름균에 한 마늘껍질의 항균효과를 실험한 

Jang[1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항균효과의 크

기에 있어서 Jang[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마늘껍질보다 

본 연구의 생마늘에서 항균효과가 크게 발 되었다.

본 연구결과 생마늘의 경우, Ampicillin 10 µg과 비교

하여 항균효과가 높았고 식품의 천연보존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마늘의 추출법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를 보인 균주는 E. faecalis로, 에탄올 

추출물만이 E. faecalis에 항균효과를 발 하 다. 

흑마늘의 경우 제조방법과 추출방법에 상 없이 실험

에 사용된 모든 균주들에서 항성이 발 되었다. 그리

고 15일간의 자연숙성과정으로 발효한 흑마늘의 에탄올 

추출물은 S. aureus와 E. coli에 성장 지환이 각각 8 

mm와 7 mm로 작은 감수성이 발 되어 항균효과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비록 CLSI에서 제시하는 감수성 

독기 [13]에 따르면 S. aureus와 E. coli에 항성을 나

타냈지만 이러한 결과는 Lee와 Shin[17]의 연구에서 

75%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마늘추출물의 경우가 물로 

추출하여 얻은 마늘추출물보다 더 강력한 항균효과를 나

타냈다는 보고와 연 될 수 있다하겠다. 

본 연구과정의 실험에서 사용한 균주들은 자연계에서 

쉽게 발견되는 병원성 미생물들에 속한다. 건강식품으로 

각 을 받고 있는 흑마늘이 이러한 균주들에 해 항균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다면 특히 식 독을 일으키는 S. 

aureus을 비롯하여 흑마늘의 식품보존제로서의 활용가

능성은 입증할 수가 없게 된다. 한 본 연구에서 흑마늘

의 자연숙성발효 방법에 따라 항균효과의 발 정도를 함

께 비교하 는데, 일반 시 에서 유통되고 있는 흑마늘 

숙성제조기로 하루 만에 발효숙성이 가능한 흑마늘의 항

균효과와 15일 자연발효숙성의 과정을 거쳐 만든 흑마늘

의 항균효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흑마늘의 제조방법에는 비록 항균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마늘의 추출방법에서는 항균효과에 

일부 차이를 보 다. 실제로 15일의 자연숙성발효한 흑

마늘에 에탄올 추출법을 용하 을 때, S. aureus와 E. 

coli에서 성장 지환이 각각 8 mm와 7 mm로 나타나 항

균효과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가정에서 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리 각 을 받고 있

는 흑마늘의 경우 항균효과가 낮음을 고려할 때, 가정에

서 제조한 흑마늘 자체의 보존법에 한 연구 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생마늘의 에탄올 추출물이 E. 

faecalis에 항균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가정에서 손

쉽게 만들 수 있는 흑마늘은 제조법보다 추출법에 따라 

항균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

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결과들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향후 마늘추출물을 활용한 천연식품보존제 개발 가능

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흑마늘의 다양한 추출법을 활용

한 항균효과 검증의 반복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 함량이 생마늘

에 비해 고온 고압처리하여 숙성발효시킨 흑마늘에 높다

는 기존 연구들[18,19]과 흑마늘이 발효식품이라는 을 

고려하여, 생마늘이 지니고 있는 요한 생리활성 효과

들에 한 흑마늘의 비교검증을 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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