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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전자선 살균 효과와 생리활성 성분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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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Pasteurization of Frozen Crushed Garlics using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the Stability of Bioactiv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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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market for ready-to-use vegetables has increased largely due to consumer demands, which led to
the production of minimally-processed frozen crushed garlic produc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0-7 kGy) on microbial decontamination, bioactive compounds,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of frozen
crushed garlic obtained from Korea and China. The microbial counts (total bacteria, yeasts & molds) were reduced from
log 3-4 CFU/g to non-detectable levels as a result of irradiation at 4 kGy. Irradiation treatment at 4 kGy did not affect
the amount of alliin, allicin, total pyruvate, and total thiosulfinate of crushed garlic, however, this dose induced insignificant
changes in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pathogenic bacteria including Bacillus subtili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enteritidis, Vibrio parahaemolyticus, and Yersinia enterocolitica. Therefore, electron beam irradiation less than 4 kGy can
be considered suitable to improve the microbial decontamination without altering the biological activity of frozen gar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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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이

용되어 온 백합과 식물로, 저급 황화합물 및 카르보닐 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에 의해 항균활성(1), 항산화활성(2), 항고혈압

및 항암 효과(3) 등의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마늘에 존재하는

alliin은 alliinase에 의해 allicin과 pyruvic acid로 분해되고, 이들의

작용으로 인해 저급 황화합물 및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된다(4).

특히, allicin은 유황을 함유한 마늘 냄새의 근원 성분으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5).

마늘은 주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

고 있다. 최근 급식 및 외식업체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

정에서는 편리성 증진을 위해 최소 가공된 마늘의 구매가 증가

하였고(6,7), 편의성을 강조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수요 증가

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늘은 가공 및 저장 중 절단

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반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늘의 갈변 등 품질열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개선과

장기보존을 위한 냉동다진마늘이 각광받고 있다(6,8). 하지만 시

판되는 다진 마늘에서 많은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Oh 등(9)의

연구와, 수입산 냉동다진마늘 제품 중 미생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10)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위생적 품질관리

가 필요하다.

식품조사(food irradiation)는 살균, 살충, 숙도조절 등을 위하여

이온화 에너지(감마선, 전자선, 엑스선)를 식품에 일정시간 노출

시키는 과정으로, 잔류성이 없고 품질변화가 적으며 포장된 상태

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비열처리기술이다. 감마선과 X선은 투과

력은 크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반면, 전자선은 투과력은 낮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원(on/off)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여 공정제

어와 신속함의 장점이 있다(11).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고(12), 생마늘의 경우 발아

억제를 목적으로 0.15 kGy 조사가 허가되어 있다. 한편, FDA에

서는 냉동육(가금)제품의 경우 살균을 목적으로 3-7 kGy 범위의

조사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11), 이를 활용한 냉동다진마늘의

위생적 품질관리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조사에 의한 냉동다진마늘의 미생물학

적 품질을 확인하고 그 유효성분과 항균활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시판되는 냉동다진마늘 중 국산 1종, 중국산 1종을 구입하

여 0, 4, 7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 조사처리 후 살균 효과와 품

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자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된 냉동다진마늘은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 중인

제품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산 및 중국산 각 1종을 구매하

였다. 전자선 조사는 electron beam accelerator (ELV-4, 2.5 MeV,

EB-Tech.,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0, 4, 7 kGy의 총 흡수선

량(5%)을 얻도록 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에는 alanine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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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18oC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총 세균, 효모 및 곰팡이, 대장균군) 생육 시험

시료 5 g을 살균된 펩톤수 45 mL로 균질화한 후 계대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시료에 혼입된 호기성 총세균은 APHA 표준방법

(13)에 따라 plate count agar (Dif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

여 35oC에서 1-2일간 배양하였고, 효모 및 곰팡이는 potato dex-

trose agar (Difco)를 사용하여 30oC에서 1-2일간 배양하였으며, 대

장균군은 desoxycholate agar (Difco)를 사용하여 35oC에서 1-2일

간 배양하였다. 시료 내 미생물의 농도는 CFU/g으로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 및 기계적 색도 측정

시료의 수분 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14)에 따라 측정하

였다. 기계적 색도는 색차계(Chromameter CR-200,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 (lightness, 명도), a (redness, 적색도),

b (yellowness, 황색도) 값을 10회 반복 측정하였고, 이 때 색차인

∆E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준백판의

L, a, b값은 각각 97.79, −0.38, 2.05이었다.

Alliin 및 allicin 함량

Alliin 및 allicin 분석에는 HPLC (Agilent 1260, Agilent Tech-

nol.,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였다. 시료 5 g에 50% 에탄

올 45 mL를 가하여 shaker (JSSI-100C, JSR, Gongju, Korea)로

추출하고 여과지(Whatman No. 4, Maidstone, UK) 및 0.45 µm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Alliin 분석을 위해 Bondapak

C18 column (3.9×300 m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

용하여, 85% acetonitrile을 0.4 mL/min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검

출기로 PDA (210 nm)를 사용하였다(15). Allicin 분석을 위해

ZORBAX eclipse plus C18 column (4.6×150 mm, Agilent Tech-

nol., Foster City, CA, USA)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물, acetoni-

trile, methanol 혼합액(50:41:9)을 1 mL/min 조건으로 분석하였으

며 PDA detector (280 nm)로 확인하였다(16).

Total thiosulfinate 및 total pyruvate 함량

시료의 total thiosulfinate 함량은 Han 등(17)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 1 g에 2 mM cysteine이 함유된 50 mM 4-(2-

hydroxyethyl)-1-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HEPES) 1 mL를 가

한 후 50 mM HEPES 8 mL를 넣고 27o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용액 2 mL에 0.4 mM 5.5'-dithio-bis (2-

nitrobenzoic acid) (DTNB) 2 mL를 첨가하여 다시 27oC 항온수조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12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Total thiosulfinate 함량은 표준물질인 L-cysteine

을 이용하여 얻은 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Total pyruvate

함량은 Schwimmer and Weston(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 5 g을 증류수 20 mL로 균질화하고 250 mL로 정용하여

여과지(Whatman No. 4)로 감압여과 하였다. 여액 2 mL에

0.0125% dinitriphenylhydrazine 1 mL를 가하여 37oC 항온수조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0.6 N NaOH 5 mL를 가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otal pyruvate 함량은 sodium pyru-

vate를 이용하여 얻은 표준 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Alliin 및 allicin 분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출한 후, 예비실험

을 통해 1 g/mL 농도로 농축하여 항균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항균활성 측정은 disc diffusion assay로 실시하였고, 사용한 균주

는 그람양성균인 Bacillus subtilis (ATCC 6633), Listeria monocy-

togenes (ATCC 19116),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그람음성균인 Escherichia coli O157:H7 (ATCC 43888), Salmo-

nella enteritidis (ATCC 13076), Vibrio parahaemolyticus (ATCC

43996), Yersinia enterocolitica (ATCC 23715)의 총 7종이었다. 실

험균은 tryptic soy broth (BBL Microbiology Systems, Cock-

eysville, MD, USA)에서 배양 후 멸균된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106 CFU/mL으로 희석하였고, agar를 첨가한 TSB 배지에 100 µL

씩 접종하여 도말하였다. 멸균된 paper disc (φ 8 mm, Advantec,

MFS, Inc., Dublin, CA, USA)에 시료 30 µL를 흡수시켜 건조하

였으며 배지 위에 밀착시킨 후 35oC에서 18-24시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인 ampicillin은 0.5 mg/mL 농도로 사용하였고, 항균 활성은

paper disc 주위 저해환(clear zone)의 직경(mm)으로 판단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고,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v8.1, SAS Inst.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총세균, 효모 및 곰팡이, 대장균군) 생육 특성

국산 및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의 초기 미생물 농도는 총세균

3.6-3.7 log CFU/g, 효모 및 곰팡이 3.3-4.1 log CFU/g 수준이었

고,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1). 식품공전 상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세균수 및 대장균군은 각각 g 당

100,000 및 10 CFU 이하여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국산,

중국산 시료는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였다. 한편, Oh 등

(9)은 시판 다진 마늘의 미생물 분석에서 총 세균이 3.7-6.1 log

CFU/g, 대장균군이 0-4.0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어 시판 마

늘의 미생물 오염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Jeon과 Lee(19) 또한

마늘의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가 각각 5 및 3 log CFU/g 수준

이상으로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치(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Park 등(8) 역시 다진 마늘을 냉장 또는 냉동 저장할 경

우 일반세균 농도가 변화하지 않거나 증식이 억제된다고 보고하

여, 열처리 없이 양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마늘의 초기 미생물

수준을 감소시키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 실험에

사용된 냉동다진마늘의 초기 미생물 농도는 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생산시기, 제조사, 유통계절, 저장조건 등은 시판

다진마늘 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을 좌우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선 조사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4

kGy 이상의 전자선 조사 시 모든 시료는 검출한계 이하(ND)의

미생물 수준을 나타내어 조사에 따른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Louise 등(21)은 전자선 조사 시 미생물 세포 내 에너지가

상승하여 세포의 항상성이 깨지고 그 결과 DNA에 타격을 주어

미생물의 사멸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자

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 함량 및 기계적 색도 변화

냉동다진마늘의 수분 함량은 Table 2와 같다. 국산 및 중국산

시료의 수분함량은 각각 67% 및 92% 수준으로 국산에 비해 중

국산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L
2

∆a
2

∆b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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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냉동다진마늘의 수분 함량을 64-72%, 중국산 마늘을 84-

91% 범위로 보고한 Lee 등(22)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

국산 시료에서는 마늘과 함께 많은 양의 얼음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는 가공과정의 차이로 예측되었다. 마늘은 세척 후 다지

고 포장하여 냉동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중국산 시료의

경우 세척 후 물의 혼입이 더 많았거나, 냉동속도 혹은 유통과정

에서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국산 및 중국

산 시료는 모두 전자선 조사에 따른 수분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

시판 냉동다진마늘의 기계적 색도는 Fig. 1과 같다. 조사하지

않은 국산 및 중국산 시료의 L값은 65.21 및 61.58, a값은 −2.83

및 −2.30, b값은 25.45 및 22.66 수준을 나타내어 생산지 및 수

분함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시료의 살균

을 목적으로 4 및 7 kGy 수준의 전자선을 조사한 결과, 국산 시

료의 경우 7 kGy 조사시료에서 L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뿐 a

및 b값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중국산 시료 또한 조사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한편, 시료의 전반적 색

차는 0-3.48 범위로 변화가 크지는 않았으나, 조사처리에 따른 유

의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p<0.05). Ko 등(23)은 후추와 선식에

대한 연구에서 전자선 조사는 기계적 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Lee 등(24)은 고추에 대한 연구에서 감마

선 조사는 b값을 감소시키나 L 및 a값은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

여, 식품조사에 따른 색도 변화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Alliin 및 allicin 함량 변화

가공 및 냉동 처리된 마늘에서 전자선 조사에 따른 주요성분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늘의 대표성분인 alliin과 그 분해

물인 alliicin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함황화합물인 alliin은 무색, 무

취의 물질로 열과 산에 안정하고(25), 항암(26), 항당뇨, 항산화

(27)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마늘의 기능성분으로 뽑힌다. 냉

동다진마늘의 alliin 함량은 Fig. 2에서와 같이 1.03-1.04% 범위로

원산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마늘의 alliin 함량은 7 kGy

수준의 전자선 조사에 영향을 받아 국산과 중국산 모두 그 함량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Nahmgung 등(28)은 마늘의

모종에서 alliin 생성에 대한 감마선 조사(0-12 kGy)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였다.

Table 1.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microbiological

quality of frozen crushed garlics                           (unit: log CFU/g)

Origin Microbes
Irradiation dose (kGy)

0 4 7

Korea Total aerobic bacteria 3.71 0ND1) ND

Yeasts & molds 4.07 ND ND

Coliforms -2) - -

China Total aerobic bacteria 3.59 ND -

Yeasts & molds 3.27 ND ND

Coliforms - - -

1)Not detected (the minimum detection level as 30 CFU/g)
2)Negative

Table 2.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moisture

content of frozen crushed garlics                                        (unit: %)

Origin
Irradiation dose (kGy)

0 4 7

Korea 067.18±0.451)b 67.10±0.40b 67.57±0.60b

China 92.36±0.48a 92.25±0.56a 91.4±1.05a

1)Mean±SD (n=3)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s of frozen crushed garlics. Bars with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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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cin은 마늘이 충격 등으로 손상을 입을 때 alliinase의 작용

으로 alliin으로부터 생성되는 성분으로서(29), 마늘의 특이한 냄

새를 내고 항균 활성이 뛰어나다. 냉동다진마늘의 allicin 함량은

Fig. 2에서와 같이 405.27-475.18 mg% 범위로 중국산 시료에서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한편 마늘의 allicin 함량은 국산

의 경우 전자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국산 7 kGy 시

료의 경우 그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마늘의 alliin 및

allicin 함량은 4 kGy 범위의 전자선 조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

나, 7 kGy 선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otal thiosulfinate 및 total pyruvate 함량 변화

Thiosulfinate 및 pyruvate는 마늘조직 내 alliin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성분으로, 기능성 및 풍미와 관련된 주요 성분이므로

전자선 조사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냉동다진마늘의 total

thiosulfinate 함량은 1.28-1.90 mM/g 범위로, 국산 시료가 중국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Fig. 2).

모든 시료에서 전자선 조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마늘에 함유된 유기 황화합물인 cysteine sulfoxide는 alliinase

에 의해 분해되어 thiosulfinate를 생성하는데, 이는 항균작용이 있

는 물질이나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성분이다(30). 전자선 조

사는 저온살균 방법 중 하나로 조사처리 시 마늘 내 온도 상승

이 이루어지지 않아 thiosulfinate의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냉동다진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31.30-40.96 mM/g 범위로,

국산 시료가 중국산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

내었다(p<0.05) (Fig. 2). 모든 시료에서 전자선 조사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Pyruvate는 alliin이 alliinase에

의해 allicin, pyruvate 및 암모니아로 분해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31), allium 속 식물의 풍미성분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척도로 사

용된다(32,33). Kebeish 등(33)과 Park 등(8)은 각각 pyruvate 함

량이 높은 온도와 긴 저장 조건에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Lee 등(34)은 흑마늘 제조 시 pyruvate 함량이 증가함을 보고하

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마늘의 total thiosulfinate 및 total pyruvate 함량이 살균을

목적으로 한 7 kGy 범위의 전자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항균활성 변화

마늘은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이 있고(2), 이는

allicin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allicin의 항균작용은 thiosulfinate가 세포 내 중요한 단백질의 SH

기와 반응하여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보고(4,5)

가 있다. Small 등(35)은 thiosulfinate의 -S(O)S-가 항균 작용을 나

타내는 부분이며, thiosulfinate는 cysteine과 쉽게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늘의 항균활성에 대한 전자선 조사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그람양성균 3종, 그람음성균 4종을 대상으로 clear

zone을 확인하고(Fig. 3) 그 크기를 측정하였다(Table 3). 국산 시

료는 Y. enterocolitica 균주에 대해 26.49 mm의 가장 넓은 clear

zone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B. subtilis, V. parahaemolyticus, S.

aureu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S. enteritidis 순으로

모든 균주에 대해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Kim 등(36) 및

Durairaj 등(37)은 마늘의 물 추출액을 대상으로 한 항균실험에서

우수한 활성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마늘의 항균활성은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E. coli O157:H7 및 L. monocytogenes 균주는 4

kGy 이상의 선량에서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B. subtilis,

S. aureus, V. parahaemolyticus 및 Y. enterocolitica 균주는 7 kGy

선량에서 감소하였다. S. enteritidis 균주는 전자선 조사에 따른

clear zone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충이(38) 및 비파(39) 추출

물의 항균활성은 감마선 조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감초근

Fig. 2.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he content of total thiosulfinate, total pyruvate, alliin, and allicin of frozen crushed

garlics. Bars with the same letter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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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역시 20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도 항균활성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아 본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 약

시판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전자선 살균 효과를 알아보고, 유효

성분 및 항균활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산 및 중국산

시료에 대해 실험하였다. 냉동다진마늘은 4 kGy 이상의 조사처리

에서 ND 이하의 미생물 수준을 나타내어 살균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시료의 수분은 국산에 비해 중국산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함량이었으나, 조사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전반적 색차는 4

kGy 이상의 선량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의 total thio-

sulfinate 및 total pyruvate 함량은 살균을 목적으로 한 7 kGy 범

위의 전자선 조사에서 비교적 안정하였다. 마늘의 alliin 및 allicin

함량은 4 kGy 범위의 전자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7 kGy

선량에서는 특히 중국산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마늘

의 에탄올 추출액은 Y. enterocolitica 균주를 포함한 7종의 병원

성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clear zone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냉

동다진마늘에 대한 4 kGy 범위의 전자선 조사는 생리활성 성분

의 변화 없이 미생물학적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정 선량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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