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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onents and physiological activity of crops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natural environments of the growth region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soil analysis and determined the allicin, alliin, total pyruvate, total phenol and flavonoid,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garlic from garlic-cultivating regions in the eastern and western portions of Jeju Province. Significantly higher 

contents of macronutrients were found in the soil and garlic from the eastern region of Jeju compared to western region, but 

micronutrients were higher in the western region than eastern region. In addition, the alliin and total phenolic contents were 

higher in the western region than in the eastern region. Also, allicin, total pyruvate, total flavonoid content, and ɑ-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astern region sampl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western region in Jeju. This study promotes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components of garlic according to the cultivation regions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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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알려진 마늘(Allium 

sativum L.)은 파를 비롯한 양파, 삼채, 부추 및 달래 등과 

함께 백합과(Liliaceae), 파속(Allium)에 속하는 초본성 식물

이다(Shin et al., 2004). 일찍이 김치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는 주요 조미채소로 마늘(25,062ha, 353,761ton)을 많이 이용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지채소 중 고추(36,120ha, 85,068 

ton), 배추(28,301ha, 2,120,393ton)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http://www.kosis.kr). 이러한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

의 두 가지 생태형으로 분류되는데 제주에서 재배되는 품종

들은 대부분 난지형에 속한다. 난지형 마늘은 한지형 마늘

에 비하여 휴면기간이 짧고 파종 후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

서 월동하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남도마늘은 1970년대 중국 상해지역에서 재배되던 ‘가정

백’이란 품종을 국내로 도입한 후 국내 적응시험 및 재배특

성을 통과하여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Kim et al., 2009), 제

주도내 재배마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남도

마늘의 연구동향은 주아재배의 기계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

해 시비량, 지온과 파종시기에 대한 연구(Ahn et al., 2008, 

2010; Choi et al., 2009; Kim et al., 2009), 품종별 마늘의 

생장량과 수확량의 변화(Hwang et al., 2009; Ra and Park, 

1987; Song et al., 2001), 마늘의 향기성분과 항산화활성 

분석(Jeong et al., 2007; Kwon et al., 2014; Sh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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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rlic samples were taken from four different sites 

in Jeju.

2011a,b) 및 토양과 마늘 성분 함량간 상관관계(Kim et al., 

2015)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식물은 재배지의 자연환경(기후, 토양이나 지형)이나 재

배방법(재배방식이나 기술, 시비법 등) 및 품종에 따라 생육

이나 체내 함유 성분들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어

떤 지역에 재배하느냐에 따라 그 작물의 유용성분 함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며 그 지역이 그 작물의 주산

지가 되기도 하는데 마늘 또한 그러하다. 제주는 남도마늘

의 대표적 재배지로, 특히 동부와 서부에서 재배되는 마늘

의 토양 및 함유 성분들을 비교하면 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으며 향후 재배농가의 홍보자료 및 특정 성분을 

목적으로 한 맞춤형 재배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

다. 본 연구는 제주의 동부와 서부 마늘 재배지역의 토양 

및 생산된 마늘을 이용하여 다양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기

에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토양시료 채취

토양시료는 2013년 8월부터 9월에 마늘을 파종하여 재배

한 곳으로 동부와 서부 각각 2개지점을 선정하여 채취하였

다(Fig. 1). 토양 색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농암갈색 화산회

토 구좌통이었다. 

토양의 화학성 분석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늘을 수확한 농

지로부터 토양을 채취하여 풍건시킨 후에 2mm 체를 통과시

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RDA,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pH는 토양:증류수의 비를 

1:5로 하여 토양 5g에 증류수 25mL를 첨가한 다음 진탕하

여 pH meter(Orion Star A211, Thermo Scientific, UK)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기전도도는 pH와 동일하게 제조된 

시료를 전기전도도계(Orion Star A329, Thermo Scientific,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 유기물함량은 Walkley 

and Black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소함량은 토양시료를 

황산으로 분해한 다음 Kjeldahl법으로 자동증류장치(K9840, 

Jinan Hanon, China)로 증류한 후 0.1N HCl 적정용액으로 적

정하였다. 교환성 양이온은 토양 5g에 1N ammonium acetate

용액(pH 7.0) 50mL를 첨가하여 30분간 진탕한 다음 여과하

여 얻어진 여액을 ICP(JY 138 Ultrace, Jobin Yvon, Franc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Fe, Mn, Zn 및 Cu 함량은 토

양 5g에 0.1N HCl 중금속 추출액 25mL를 첨가한 후 30°C

에서 1시간동안 진탕하여 여과한 용액을 ICP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유효황은 토양 10g을 침출액(Calcium phosphate 

monohydrate; 500ppm P용액) 100mL를 가해 30분동안 진탕

한 후 여과하고, 여과된 시료액 10mL를 시험관에 넣고 25% 

nitric acid 2.5mL, acetic-phosphoric acid 2mL 및 증류수를 

가하여 22mL가 되도록 섞었다. Barium sulphate seed 현탁

액 0.5mL를 넣고, barium chloride crystals 0.2g을 첨가하여 

섞어준 후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gum acacia-acetic 

acid액 1mL를 첨가하고 30분 후에 UV/Vis Spectrometer 

(Lambda 25,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440nm에서 분

석하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을 이용하여 토양 5g에 인

산침출액 20mL를 첨가하고 10분간 진탕한 다음 여과하여 

몰리브덴 청법(molybdenum blue method)으로 발색시켜 UV-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였다. 유효규산은 토양 5g에 1N 

NaOAc(pH 4.0)용액 50mL을 첨가하여 항온 수평 진탕기

(60°C, 125rpm)로 90분간 반응시킨 후 5분 동안 차가운 물

로 식혀서 여과하였다. 여과 후 시험관에 여과액 5mL를 넣

고 0.6N HCl을 5mL, 10% ammonium molybdate을 5mL 넣

고 3분 후에 17% sodium sulfite를 10mL 첨가하여 30°C에

서 20분간 발색시킨 다음 UV-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여 700nm에서 측정하였다. 

산, 고형물함량 및 pH 측정

마늘 착즙액 2mL에 증류수 8mL를 첨가하여 교반한 뒤 

4°C, 17,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1730MR, Cyrozen, Korea)

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고, 산/당도 분석장치(NH-2000, Horiba, 

Japan)를 이용하여 마늘 착즙액의 산도 및 고형물함량을 분

석하였으며 고형물함량은 °Brix, 산도는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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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얻어진 시료 10mL를 이용하

여 pH meter로 측정하였다.

무기성분 분석

남도 마늘을 수돗물로 세척하여 70°C에서 건조시킨 다음 

식용부위인 인편을 분쇄하여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분

말화된 시료 0.5g을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왕수(염산 3mL:질

산 1mL) 분해법으로 분해시킨 후 P, K, Ca, Mg, Na, Fe, 

Mn, Zn, Cu 및 S 함량을 ICP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전질

소 함량은 위와 동일하게 처리된 시료 0.5g을 켈달플라스크

에 정확히 취하고 H2SO4-H2O2법으로 분해시킨 후 Kjeldahl

법으로 정량하였다.

알리인, 알리신 및 총 피루베이트산 함량 분석

알리인 함량 분석은 각각의 시료 1g에 20% 에탄올 30mL

을 가하고 30분간 sonication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원

심분리기(Combi-514R, Hanil, Korea)를 이용하여 3,000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0.45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DAD(Agilent 1260, Agilent 

Technologies, Waldbronn, Germany)로 분석하였다. Analytical 

column은 Agilent Zorbax SB-C18(4.6 × 250mm, 5µm)를 사

용하였고, 이동상은 (A) 0.1% formic acid containing water

와 (B) 0.1% formic acid containing acetonitrile을 시간에 따

라 gradient로 용리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의 속도는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10µL, UV 검출 파장은 210nm에서 

검출하였다.

알리신 함량 분석은 각각의 시료 1g에 3차 증류수 30mL

을 가하여 30분간 교반하여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칼럼 및 

이동상 조건은 알리인 분석조건과 동일하며, 이동상의 속

도는 0.7mL/min, 시료 주입량은 20μL, UV 검출기 파장은 

254nm에서 검출하였다.

총 피루베이트산 함량은 Schwimmer and Weston(1961)의 방

법을 일부 변형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료 1g에 10% trichloroacetic 

acid 10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하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여

과하였다. 여과액 0.2mL에 0.0125% 2,4-dinitrophenylhydrazine 

0.2mL를 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한 후 0.6N NaOH 

1mL를 혼합하여 UV-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4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pyruvate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검량 곡선으로 총 피루베이

트산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환원당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Kim 등(2010)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마늘 착즙액 100µL･mL
-1
에 50µL Folin-Ciocalteu 

reagent를 첨가하고 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0.3mL 20% 

sodium carbonate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UV-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여 72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은 gallic acid를 표준품으로 사용하였으며, 검량선으로부터 

얻어진 방정식(y = 174.59 × -0.5589, R
2
 = 0.9998)을 이용하

여 추출물 g당 gallic acid의 정량(GAE)으로 표현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Moreno 등(2000)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시료 200µL에 100µL 10% aluminium nitrate

를 섞고, 100µL 1M potassium acetate를 혼합하였다. 그 후 

4,600µL의 80% 에탄올을 넣고, 40분 뒤 UV-spectrophotometer 

41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표준품으로 

사용하였고 검량선으로부터 얻어진 방정식(y = 325.46 × 

-0.3754, R
2
 = 0.9999)을 사용하여 추출물 g당 quercetin 

equivalents(QE)로 계산하였다.

환원당 정량법인 DNS법(Miller, 1959)을 변형하여 마늘 착

즙액의 환원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액 200µL에 DNS 

시약(7.5g DNS, 14.0g NaOH, 126.1g Rochelle 염, 5.4mL 

phenol, 5.9g Na2S2O5/L)을 200µL 혼합하여 95°C heating 

block(HD-96D, Daihan, Korea)으로 15분간 반응시키고 발

색된 반응액을 5분간 4°C에서 반응을 정지시킨 후 증류수 

600µL를 첨가하여 UV-spectrophotometer 546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억제활성 측정 

α-Glucosidase 억제활성은 Hyun 등(2014)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각각의 샘플 50µL에 0.5U/mL α-glucosidase 효

소액 50µL, 200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50µL

를 혼합하여 37°C에서 15분간 배양한 후 3mM p-nitrophenyl 

α-D-glucopyranoside(pNPG) 100µL를 첨가하여 37°C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0.1M sodium carbonate 750µL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의 활성을 50% 억제하는데 필요한 농도를 IC50으로 나타내

었다.

항균활성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균주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Suwon,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Kim 등(2010)의 방법에 따랐다. 마늘 착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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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garlic-cultivation soils in Jeju.

Area
pH

(1:5)

EC

(ds･m
-1

)

OM 

(%)

T-N 

(%)

Avail. P2O5 Avail. S Avail. SiO2

ppm

W1 6.39 ± 0.04 d
z

0.62 ± 0.00 c 12.88 ± 0.21 a 0.40 ± 0.01 a 138.63 ± 2.87 c 27.48 ± 2.47 a 610.07 ± 63.80 b

W2 6.88 ± 0.01 c 0.60 ± 0.01 c  2.62 ± 0.24 d 0.14 ± 0.00 d 607.42 ± 34.88 a  2.89 ± 0.30 b 523.97 ± 93.47 b

Aver. 6.64 0.61 7.75 0.27 373.02 15.18 567.02

E1 8.20 ± 0.01 a 0.97 ± 0.05 b  7.76 ± 0.24 b 0.30 ± 0.00 b 172.73 ± 3.06 c  3.85 ± 1.41 b 702.59 ± 43.90 b

E2 8.09 ± 0.01 b 1.39 ± 0.01 a  4.00 ± 0.28 c 0.18 ± 0.01 c 294.87 ± 1.91 b  3.81 ± 1.53 b 974.29 ± 145.13 a

Aver. 8.14 1.18 5.88 0.24 233.80 3.83 838.44

Total Mean 7.39 0.90 6.81 0.26 303.41 9.51 702.73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의 항균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3종의 그람음성균 Escherichia 

coli(KACC 14818), Klebsiella pneumonia(KACC 14816),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KACC 10769)과 4종

의 그람양성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KACC 14822), 

Micrococcus luteus(KACC 14819), Kocuria rhizophila(KACC 

14744), Bacillus subtilis subsp. Spizizenii(KACC 14741)을 

사용하였다. 품종별 마늘 착즙액은 임계희석법을 이용하여 

최저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0)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

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

로 p < 0.05의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

한, 측정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성

제주의 마늘 재배지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토양분석

을 실시하였다. 제주 지역 토양 특성상 미사와 점토 성분이 

66-89% 정도를 차지하였다. 남도 품종이 재배되었던 제주

지역의 토양 pH는 6.39-8.20 범위였다(Table 1). 서부지역의 

토양 pH는 6.64로 중성을 나타냈고, 동부지역의 pH는 8.14

로 알카리성을 나타냈다. 서부지역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0.61ds･m
-1
이었고 동부지역 토양은 1.18ds･m

-1
을 나타내어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의 1.9배 높은 전기전도도를 보였다. 

남도 마늘을 재배하는 서부지역의 유기물 함량은 7.75%를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의 토양은 5.88%이었다. 

마늘이 재배되었던 서부지역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은 

373.02ppm이었고, 동부지역은 233.80ppm이었다. 유효황 함

량은 서부지역 토양에서 15.18ppm을 나타냈고, 동부지역 

토양에서는 3.83ppm으로 서부지역이 4배나 높았다. 유효규

산 함량은 서부지역 토양에서 567.02ppm이었고, 동부지역

에서는 838.44ppm이었다. 제주도 내 마늘재배 농가에서는 

산성토양 개량이나 작물수량 증수 목적으로 규회석 비료를 

많이 시용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이 규회석 과다시용으로 인

한 토양 내 칼슘과 규산 성분의 과다축적으로 인하여 토양

의 pH가 서부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남도 품종이 재배되었던 제주도의 화산회토에 존재하는 

교환성 양이온 함량은 칼슘 > 마그네슘 > 칼륨 > 나트륨 

순이었다(Table 2). 남도 품종이 재배되었던 서부지역의 칼

륨 함량은 1.45cmol
+
･kg

-1
을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에서는 1.96 

cmol
+
･kg

-1
을 나타냈다. 칼슘 역시 칼륨과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서부지역에서의 함량은 13.14cmol
+
･kg

-1
을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은 32.83cmol
+
･kg

-1
으로 서부지역보다 2.5배 높았다. 

마그네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서부지역에서는 2.65cmol
+
･kg

-1

을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은 1.91cmol
+
･kg

-1
을 나타내었다. 서

부지역의 나트륨 함량은 0.06cmol
+
･kg

-1
을 나타내었고 동부

지역은 0.16cmol
+
･kg

-1
으로 서부지역보다 2.7배 높았다. 제

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대체로 남동풍의 바람이 부는

데 이로 인하여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토양 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해안 근처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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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K, Ca, Mg, Na, Fe, Mn, Cu, and Zn in garlic-cultivated fields in Jeju. 

Area
K
+

Ca
2+

Mg
2+

Na
+

Fe Mn Cu Zn

Exch. cation (cmol
+
･kg

-1
) ppm

W1 1.19 ± 0.03 d
z

16.19 ± 0.60 c 2.90 ± 0.03 a 0.10 ± 0.00  1.26 ± 0.02 bc 29.68 ± 1.45 b 0.34 ± 0.08 b 12.35 ± 0.00 a

W2 1.70 ± 0.00 b 10.08 ± 0.00 d 2.39 ± 0.00 b 0.03 ± 0.00 22.75 ± 0.78 a 58.75 ± 0.35 a 2.55 ± 0.06 a 10.88 ± 0.60 b

Aver. 1.45 13.14 2.65 0.06 12.00 44.21 1.44 11.61

E1 1.64 ± 0.00 c 38.12 ± 0.00 a 2.15 ± 0.00 c 0.12 ± 0.00  0.21 ± 0.00 c  2.56 ± 0.28 c 0.11 ± 0.05 c ND
y

E2 2.27 ± 0.00 a 27.54 ± 0.00 b 1.68 ± 0.00 d 0.19 ± 0.00  1.81 ± 0.56 b  2.35 ± 0.29 c 0.14 ± 0.06 c ND

Aver. 1.96 32.83 1.91 0.16 1.01 2.46 0.12 ND

Total Mean 1.70 22.99 2.28 0.11 6.51 23.33 0.78 5.86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
ND: not detected.

Table 3. Sugar content, total acidity and pH of garlic squeezes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s in Jeju.

Sugar content 

(°Brix)

Total acidity 

(%)
pH

W1 8.2 ± 0.1 a
z

0.44 ± 0.03 ab 5.94 ± 0.01 c

W2 6.2 ± 0.1 c 0.40 ± 0.06 b 6.00 ± 0.01 a

Aver. 7.18 0.42 5.97

E1 7.1 ± 0.0 b 0.41 ± 0.08 ab 5.92 ± 0.01 d

E2 8.0 ± 0.1 a 0.56 ± 0.04 a 5.96 ± 0.01 b

Aver. 7.53 0.48 5.94

Total Mean 7.35 0.45 5.95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한 마늘 재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함량이 많지 않은 

것은 바닷바람에 의한 토양의 나트륨 집적이 적거나 제주 지

역의 다우로 인한 용탈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내 마늘 재배지역의 미량원소인 철, 망간, 구리 및 아연 함량

을 측정하였다. 토양 내 미량원소의 함량은 망간 > 철 > 아

연 > 구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미

량원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남도 마늘이 재배되었던 서

부지역에서는 12.00ppm, 동부지역에서는 1.01ppm을 나타

내었다. 서부지역의 망간 함량은 44.21ppm이었고 동부지역

은 2.46ppm으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18배나 높게 나

타났다. 서부지역의 구리 함량은 1.44ppm이었고 동부지역 

망간 함량은 0.12ppm이었다. 서부지역 아연 함량은 11.61ppm

을 나타냈으나 동부지역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산, 고형물함량 및 pH 측정

제주도 동부와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남도 마늘의 산, 고

형물함량 및 pH의 결과를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서부에

서 재배된 남도 품종은 7.18°Brix를, 동부지역에서 재배된 

마늘은 7.53°Brix를 나타내었다. 서부에서 자란 마늘의 산도

는 0.42%를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에서는 0.48%를 나타내었

다. 마늘 착즙액의 pH는 비슷하였다. 서부에서 자란 남도 

품종의 pH는 5.97을 나타내었고 동부지역에서 자란 품종은 

5.94를 나타냈다.

무기성분 분석

무기물은 총 10종을 분석하였으며 총량을 기준으로 서부

지역의 마늘에서는 26,451ppm, 동부지역에서는 29,188ppm

을 함유하고 있었다(Table 4). 무기물 성분 중 칼륨이 전체

의 48%(13,413ppm)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황이 29% 

(8,150ppm), 인이 18%(4,933ppm)를 차지하였다. 칼륨이나 

황, 인과 유사하게 칼슘 성분 역시 동부지역이(400ppm) 서

부지역보다(350ppm) 높게 분포하였다. 마그네슘과 나트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Shin 등(2004)과 Jeong 등(2009) 

등도 국내 산지별 마늘의 무기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칼륨

과 인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미량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였

다(Table 4). 다량원소의 경우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량원소는 반대로 동부지역보

다 서부지역에서 함량이 높았다. 미량원소 중 철(49.1ppm)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연(19.9ppm), 망간(5.5ppm), 

구리(2.9ppm) 순이었다. 남도 품종을 화산회토양에서 재배

하였을 경우 서부지역 철 함량은 71.60ppm이었고, 동부지

역은 26.60ppm이었다. 아연과 망간 역시 철과 비슷하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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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contents of garlic bulbs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s in Jeju.                             (Unit: ppm)

Minerals P K Ca Mg Na S Fe Mn Zn Cu SUM

W1 3,990 ± 156 c
z

12,450 ± 636 c 373 ± 50 ab 591 ± 21 b 200 ± 30 ab 6,220 ± 141 c 60.7 ± 31.9 ab 6.3 ± 0.6 a 31.2 ± 0.3 a 3.0 ± 0.2 a 23,924

W2 4,910 ± 212 b 13,200 ± 141 bc 327 ± 53 b 669 ± 17 ab 166 ± 27 b 9,600 ± 283 a 82.6 ± 8.1 a 6.9 ± 1.3 a 15.0 ± 0.3 c 2.3 ± 0.2 b 28,978

Aver. 4,450 12,825 350 630 183 7,910 71.6 6.6 23.1 2.6 26,451

E1 6,245 ± 106 a 14,200 ± 0 a 433 ± 25 a 763 ± 60 a 254 ± 21 a 9,070 ± 42 a 27.9 ± 2.6 b 3.2 ± 0.1 b 18.1 ± 0.5 b 3.3 ± 0.1 a 31,017

E2 4,585 ± 403 bc 13,800 ± 0 ab 368 ± 8 ab 632 ± 72 ab 216 ± 14 ab 7,710 ± 212 b 25.4 ± 4.2 b 5.7 ± 0.0 a 15.2 ± 0.1 c 3.1 ± 0.2 a 27,360

Aver. 5,415 14,000 400 697 235 8,390 26.6 4.4 16.6 3.2 29,188

Total Mean 4,933 13,413 375 664 209 8,150 49.1 5.5 19.9 2.9 27,820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5. Alliin, allicin and total pyrubate concentrations in the bulbs of garlic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s.

Alliin (mg･g
-1

) Allicin (mg･g
-1

) Total pyrubate (µM･g
-1

)

W1 10.92 ± 0.24 a
z

2.62 ± 0.18 b  73.74 ± 4.58 c

W2 9.18 ± 0.50 b 1.73 ± 0.05 c 106.78 ± 1.83 b

Aver. 10.05 2.18  90.26

E1 5.48 ± 0.50 c 2.38 ± 0.26 b 104.19 ± 1.83 b

E2 9.47 ± 0.57 b 3.04 ± 0.23 a 150.85 ± 11.00 a

Aver.  7.48 2.71 127.52

Total Mean  8.76 2.44 108.89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부지역에서 함량이 높았다. 이와 같이 철이나 망간의 함량

이 동부지역에서 낮은 것은 높은 토양 pH로 인하여 이들 

성분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마늘로의 흡수가 저해된 것이 아

닌가 생각을 한다(Lee 등, 2008). 

마늘을 재배하였던 토양의 무기물 분석과 생산된 마늘의 

무기물 분석결과 토양 내 무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재배된 

마늘에서의 무기물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비료의 성분들은 

토양에 존재할 때, 각 성분간의 관계에 따라 식물체로의 흡

수를 서로 도와주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인 성분의 경우 칼

륨(r = 0.794, p < 0.01)과 마그네슘(r = 0.916, p < 0.001)과

의 상승작용에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칼슘 역시 

나트륨(r = 0.960, p < 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

편, 미량원소의 경우 서로 길항작용을 보였다. 철의 경우 칼

륨(r = -0.722, p < 0.05)과, 망간의 경우 인(r = -0.776, p 

< 0.05), 철, 마그네슘 및 나트륨과, 아연의 경우 칼륨 및 황(r 

= -0.807, p < 0.01)과, 구리의 경우 황 및 철(r = -0.728, p 

< 0.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8).

알리신, 알리인 및 총 피루베이트산 함량 분석

마늘의 황 함유 화합물의 함량을 조사하였다(Table 5). 화

산회토양에서 남도품종을 재배하였을 경우, 서부지역의 알

리인 함량은 10.05mg･g
-1
이었고, 동부지역은 7.48mg･g

-1
으

로 서부지역에서 재배하였을 때 높게 나타냈다. 알리신 함

량은 동부지역에서 재배한 마늘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부지

역 토양에서 재배하였을 경우 2.18mg･g
-1
을 나타내었고 동

부지역에서는 2.71mg･g
-1
을 나타내었다. Hyun 등(2008)은 

제주 대정지역 마늘의 알리신 함량을 측정하였는데 303-357 

mg･100g
-1
의 범위라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값이 

낮은 것은 마늘품종이 다르거나 재배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총 피루베이트산의 함량은 알리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부지역 토양에서는 90.26µM･g
-1

, 동부지

역에서는 127.52µM･g
-1
으로 동부지역에서 마늘을 재배하였

을 때 총 피루베이트산 함량이 높았다. 마늘체내의 무기물

과 알리신, 알리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알리인은 

망간(r = 0.800, p < 0.01)과, 알리인은 구리(r = 0.820, p < 

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8).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환원당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화산회토양에서 재배된 남도마늘의 총 페놀, 플라보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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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phenol, flavonoid, and reducing sugar contents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garlic squeezes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s in Jeju.

TPC (mg GAE/100 g)
z

TFC (mg QE/100 g)
y

RSC (mg GE/g)
x

IC50 (µL)
w

W1 119.08 ± 4.01 a
v

26.93 ± 0.63 b 24.49 ± 0.00 b 15.67 ± 0.75 c 

W2 64.29 ± 4.01 c 12.82 ± 0.63 d 23.08 ± 0.48 b 14.35 ± 0.29 b

Aver. 91.68 19.69 23.78 15.01

E1 87.90 ± 0.00 b 41.93 ± 2.30 a 23.27 ± 0.21 b 8.79 ± 0.01 a

E2 84.12 ± 5.34 b 19.69 ± 0.00 c 26.82 ± 1.10 a 14.93 ± 0.07 bc

Aver. 86.01 30 25.04 11.86

Total Mean 88.85 24.25 24.41 13.43
z
Total phenol contests analysed as gallic acid equivalent (GAE) mg･100 g

-1
 of extract.

y
Total flavonoid contents analysed as quercetion equivalent (QE) mg･100 g

-1
 of extract. 

x
Reducing sugar contents analysed as glucose equivalent (GE) mg･g

-1
 of extract

w
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α-glucosidase

v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드, 환원당의 함량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Table 6). 화산회토양에서 남도 마늘을 재배시 서부지역에

서의 총 페놀 함량은 91.68mg GAE/100g을 나타냈고 동부

지역에서는 86.01mg GAE/100g을 나타내어 서부지역의 마

늘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W1(119.08 ± 4.01mg 

GAE/100g)의 마늘에서 높게 나타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총 페놀함량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부지역 마늘에서 

19.69mg QE/100g을, 동부지역에서 30.00mg QE/100g의 함

량을 보였다. 환원당 역시 서부지역보다(23.78mg GE/g) 동

부지역(25.04mg GE/g) 마늘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와 마늘 무기물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페

놀의 경우 아연(r = 0.915, p < 0.001) 및 구리와, 플라보노이

드의 경우 인, 칼슘(r = 0.784, p < 0.05), 나트륨 및 구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8).

체내로 흡수된 탄수화물은 α-amylase에 의해 이당류로 분

해가 된 후 α-glucosidase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되어 혈관 

내로 흡수된다(van de Laar et al., 2005). 이렇게 흡수된 단

당류는 식후 혈당농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마늘 추출물이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α-glucosidase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Table 6). 

서부지역 남도마늘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IC50 = 15.01µL

를 나타냈고 동부지역은 IC50 = 11.86µL를 나타내어 동부지

역의 마늘이 서부지역보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우수함

을 나타내었다. 특히 E1(IC50 = 8.79 ± 0.01µL) 샘플에서 α

-glucosidase 저해활성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과 마늘 성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r = 

-0.918, p < 0.001),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및 총플라

보노이드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 성분들이 마늘

에 많이 함유될수록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Table 8).

항균활성 측정

마늘 착즙액의 항균활성은 그람음성균 3종과 그람양성균 

4종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7). 남도 마늘의 그람음성

균 3종에 대한 항균활성은 병원성 대장균인 Escherichia coli

에 대하여 0.63-1.25%(v/v)의 농도에서 저해를 하였으며 

Klebsiella pneumonia에 대해서는 1.25-2.50%(v/v),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에 대해서는 0.63-1.25%(v/v)의 농도

에서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4종의 그람양성균에 대해서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에 대하여 0.63-2.50%(v/v), Micro-

coccus luteus에 대해서는 0.31-1.25%(v/v), Kocuria rhizophila

에 대해서는 0.63-1.25%(v/v), Bacillus subtilis subsp. spizizenii

에 대해서는 0.63%(v/v)의 농도에서 생육저해를 나타냈다. 서부

지역의 마늘 착즙액은 동부지역보다 그람양성균인 Micrococcus 

luteus에 대한 높은 생육 저해 활성을 보였으며, 동부지역 

마늘은 Klebsiella pneumonia와 Kocuria rhizophila에 대하

여 서부지역 마늘보다 우수한 억제활성을 보였다. 마늘에 

0.3-0.4% 존재하는 알리신은 항균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Yamada and Azuma, 1997), 그람 음성균 및 양성균

에 모두 생육 저해 활성을 보이는 것은 세포벽의 두께와 상

관없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별로 강한 항균

활성을 지니는 대상 균주가 상이함을 보이는 이유는 재배 

지역의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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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imicrobial activity of garlic squeezes from different cultivated areas in Jeju.

MIC % (v/v)
z

Area Cultivars Soil series 
Negative bacteria Positive bacteria

E.c
y

K.p
y

S.e
y

St.e
y

M.l
y

K.r
y

B.s
y

W1

Namdo Volcanic ash 

0.63 2.50 0.63 2.50 0.31 1.25 0.63

W2 1.25 2.50 1.25 1.25 0.31 1.25 0.63

E1 0.63 1.25 0.63 1.25 0.31 0.63 0.63

E2 1.25 1.25 0.63 0.63 1.25 0.63 0.63
z
The MIC value against bacteria was determined by the serial two-fold dilution method. The growth of the bacteria was evaluated 

with the naked eye by the degree of turbidity of the culture in twenty hours.
y
E.c.; Escherichia coli KACC 14818, K.p.; Klebsiella pneumoniae KACC 14816, S.e.;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 KACC 10769, 

St.e.; Staphylococcus epidermidis KACC 14822, M.l.; Micrococcus luteus KACC 14819, K.r.; Kocuria rhizophila KACC 14744, B.s.; 

Bacillus subtilis subsp. spizizenii KACC 14741.

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inerals and total phenol, flavonoid,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alliin, 

and allicin of the garlic bulbs.

Factors K Ca Mg Na S Fe Mn Zn Cu TPC TFC IC50 Alliin Allicin

P 0.794** 0.548 0.916*** 0.585 0.713* -0.370 -0.776* -0.499 0.015 -0.411 0.624* -0.918*** -0.972*** -0.288

K 0.330 0.629* 0.484 0.578 -0.722* -0.688* -0.705* 0.176 -0.443 0.410 -0.652* -0.770* 0.006

Ca 0.516 0.960*** -0.075 -0.335 -0.544 0.110 0.595 0.295 0.784* -0.654* -0.607 0.334

Mg 0.570 0.692* -0.233 -0.696* -0.456 -0.044 -0.443 0.510 -0.845** -0.865** -0.207

Na -0.051 -0.544 -0.645* -0.015 0.689* 0.232 0.784* -0.671* -0.618 0.473

S 0.099 -0.290 -0.807** -0.636* -0.894*** -0.045 -0.521 -0.666* -0.709*

Fe 0.677* 0.172 -0.728* -0.185 -0.537 0.379 0.351 -0.582

Mn 0.140 -0.480 -0.045 -0.862** 0.900*** 0.800** -0.061

Zn 0.415 0.915*** 0.238 0.264 0.451 0.309

Cu 0.718* 0.663* -0.218 -0.062 0.820**

TPC 0.410 0.166 0.340 0.568

TFC -0.818** -0.675* 0.181

IC50 0.950*** 0.217

Alliin 0.302

Allicin

*Significance at p < 0.05, **Significance at p < 0.01, ***Significance at p < 0.001.

초  록

작물의 구성성분이나 생리활성은 재배지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주 동부와 서부 마늘 재배지역의 토

양분석 및 생산된 마늘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 및 

마늘의 대량원소는 동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량원

소는 서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리인과 총 페놀 

함량은 서부지역에서 높았으며 알리신, 총 피루베이트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동부지

역에서 높게 나타나 지역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에서 재배지역에 따른 마늘 성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 주요어 : 알리신, 알리인, 대량원소, 미량원소, 총 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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