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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changes of pre-processed garlic, peeled and chopped, were analyzed during storage at -18
o
C or 2

o
C

for 30 days and at 20
o
C for 3 days only for chopped garlic. As storage time increased, Hunter L values decreased

and a, b values increased, indicating browning regardless of the pre-process type and storage temperature. Decay
and sprouting rates of peeled garlic during storage at 2oC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those of peeled garlic
were maintained during storage at -18oC. Weight loss of peeled garlic during storage was greater at -18oC than
at 2oC. Hardness of peeled garlic rapidly decreased by half from 1.04 kg to 0.58 kg by freezing, and it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during the storage period. Viable numbers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peeled and chopped
garlic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during the storage period at 2

o
C but were reduced at -18

o
C.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of chopped garlic stored at 20oC slightly in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Pyruvic acid content
of chopped garlic was almost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peeled garlic at the initial stage (463.87 μmol/g and
190.52 μmol/g, respectively). As storage time increased, pyruvic acid content of peeled garlic increased while
that of chopped garlic de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e-process type and storage temperature affected
the quality changes of garlic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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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채소류의 생산과 소비는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와 김치 소비의 감소,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농산물 구입

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소비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

으며 이는 더 나아가 생산과 소비에 양적 및 질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1). 최근 인구사회학적인 변화,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단체급식의 수요 증가로 간편한 식생활

을 추구함에 따라 전처리 및 가공과정을 거친 즉석편이식품

의 개발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석편이

식품은 식품소재 특유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때 간

편성을 부여한 제품류로 이들의 형태는 소재특성과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신선한 상태의 과일 채소류까

지 전처리 가공을 거친 편이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2). 또

한 원재료의 손실 발생을 줄이려는 경제적 소비 성향과 신선

농산물의 유통 및 가정 등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

식쓰레기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됨에 따라 원료

농산물 생산지 등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하도록 일차 가

공하여 소포장 형태로 유통하는 상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선편이 가공 과일 및 채소류 식품의 소비

가 점차 일반화됨으로써 이들 제품의 보존성 연장을 위한

유통기술의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특히 과채류 신선편이 가공 제품의 경우 가열처

리를 하지 않아 조직의 세포가 살아있거나 생것과 유사하며,

유통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식품가

공의 공정 및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8-10). 이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 양념채소인 마늘은 한국 식생활의 필수 조미재료로

서 향신료, 조미료, 절임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음

식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채소이다(11). 또한

마늘은 천연기능성 물질로 인정받은 여러 가지 항산화성 물

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도 이용성이 높다.

마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다양화되어 넓은

저장 공간과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 소비가 요구

되는 통마늘에서 저장 공간과 경비 및 손질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는 깐 마늘과 다진 마늘 등 전처리 가공을 한

마늘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간편처리 마늘의 구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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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ondition for the measurement of hardness
of pre-processed garlic with texture analyzer

Conditions

Instrument

Sample size
Probe
Pre-test speed
Trigger
Test speed
Return speed
Chart speed
Test distance

Texture analyzer (TATX-plus, Stable
Micro Systems)
30×20×10 mm
Ø 4 mm
1 mm/sec
100 g
1 mm/sec
10 mm/sec
20 mm/min
10 mm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12,13). 그러나 깐 마

늘, 다진 마늘과 같은 간편처리 마늘은 유통 중 갈변과 이취

및 드립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률의 변화, 미생물에 대한

오염 증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여 가정에서 소비하기까지

유통 및 저장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소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마늘을 장기저장 하는 방법으로는 저온저장법을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으나 마늘을 저온저장 할 경우 갈변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저장 환경에 따라 부패나 맹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마늘의 저장 중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Bae 등

(14)이 소비를 목적으로 마늘을 중장기 저장을 할 경우 0～

2oC에서 저장한 후 출하했을 때 상온에서 저장한 것보다 맹

아 및 발근이 억제되어 품질이 우수하였으나 수확시기 및

방법, 저장조건과 기후 등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패와 냉해 등이 발생하고 저장 중 품질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저장조건에 따른 품질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통마늘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편처리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저장 중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16-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간편 처리

마늘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

고 있는 전처리 형태별로 다진 마늘, 깐 마늘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보관하는 조건에 따라 저장온도를 달리

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 및 미생물 변화를 조사함으

로써 전처리 마늘의 저장 및 이용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마늘은 충남 서산에서 재배한 한지형

마늘로 농협 하나로 마트에 입고된 신선하고 외관의 상처가

없으며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깐 마늘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으며, 다진 마늘은 구입한 깐 마늘의 일부를 즉석에서 분쇄

기로 다져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처리 및 저장 방법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중량을 100±10 g씩 측량하여 냉

장온도 저장 시료는 두께 0.015 μm의 low density poly-

ethylene(LDPE) 지퍼백(중형, 규격 17.8×20.3 cm, 한국존

슨, 서울, 한국), 냉동온도 저장 시료는 두께 0.021 μm의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지퍼백(중형, 규격 17.8×20.3
cm, 한국존슨)에 겹치지 않게 담아 업소용 냉장고의 냉장실

(2
o
C)과 냉동실(-18

o
C)에 각각 30일간 저장하였다. 다진 마

늘은 Ryu 등(12)의 방법에 의하여 상온 저장을 추가하여

20
o
C에서 72시간 저장하였다.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는 믹서

(WM-770, 신일 Nikko 후드믹서, 서울, 한국)로 분쇄하여

샘플 컵에 담아 -20
o
C 이하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였다.

색도 변화 분석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색도는 색차계(Gretag Macbeth

Color-Eye 3100, X-rite, Grand Rapids, MI, USA)로 동일

실험군에서 총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색도는 명도

(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

값과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으로 나타내었으

며 이때 사용한 표준색판의 L값은 96.44, a값은 -0.56, b값은

1.30이었다.

물리학적 품질 변화 분석

깐 마늘의 중량감소율, 부패율, 맹아율, 경도, 드립로스의

물리학적 품질을 아래 방법과 같이 분석하였다. 드립로스는

깐 마늘과 다진 마늘 모두 측정하였다.

중량감소율은 저장 전후의 중량을 측정하여 저장초기 중

량에 대한 저장기간 중량변화의 비율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Weight loss rate (%)＝{(W1－W2)/W1}×100
W1: 저장초기의 중량, W2: 저장기간 중 측정한 중량

부패율은 Kwon 등(15), Choi 등(16)의 방법에 의해 측정

하였다. 패널요원 7명을 선정하여 각 1인당 마늘구 100개를

인편으로 절단하여 조직의 마른 정도, 갈변화, 상처의 발생

이 보이는 시료를 육안으로 판정하여 골라내는 방법을 취했

으며 총 인편수에 대한 부패인편의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맹아율은 Jang 등(11)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마늘축을

세로로 절단한 후 싹이 자란 부분을 vemier caliper를 이용하

여 마늘구의 길이에 대한 잎의 길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은 크기가 유사한 마늘을 골라내어 일정한 크기로

썰어 texture analyzer(TAXT-plus,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전단가를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별

로 20개씩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드립로스는 Shin 등(19)과 Kim 등(20)의 방법에

따라 냉동저장 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을 상온에서 30분간



996 박영희․박수진․한귀정․최정숙․이진영․강민숙

Table 2. Changes in hunter color of pre-processed garlic during storage at 2
o
C

Days
Peeled garlic Chopped garlic

L a b ΔE L a b ΔE

0
3
6
10
15
20
30

57.67±0.821)ab
57.19±1.40b
58.00±1.23a
53.27±1.20c
53.90±0.82c
56.26±0.27b
53.49±0.38c

-0.87±0.24d
0.08±0.01c
0.32±0.05c
-1.17±0.19d
2.87±0.59b
2.94±0.32b
4.37±0.28a

25.50±0.55e
26.76±0.1de
28.48±0.91cd
29.30±1.32c
37.99±1.06a
35.90±0.73b
37.05±1.86ab

44.30±0.45d
45.86±0.91d
45.74±0.46d
50.10±1.50c
55.02±1.33a
51.88±0.69b
54.84±1.08ab

51.69±1.37a
49.95±0.41b
48.44±0.46c
46.00±0.18d
45.10±1.00d
45.26±0.88d
44.78±0.53d

3.37±0.45f
4.84±0.43e
5.95±0.83d
8.32±0.50c
11.24±0.33b
11.55±0.46ab
12.20±0.13a

25.76±0.77f
26.49±0.65f
28.63±0.74e
36.58±0.13d
38.57±0.71c
40.48±0.41b
42.68±0.36a

51.16±0.86g
53.15±0.08f
55.62±0.23e
60.85±0.14d
63.22±0.62c
64.30±0.37b
66.13±0.20a

1)
Mean±SD.
a-g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Changes in hunter color of pre-processed garlic during storage at -18oC

Days
Peeled garlic Chopped garlic

L a b ΔE L a b ΔE

0
3
6
10
15
20
30

57.67±0.82e
48.91±0.35c
49.68±0.67c
51.36±1.09d
47.13±1.45b
46.77±0.81b
44.70±0.81a

-0.87±0.24e
1.55±0.18d
2.66±0.23c
3.43±0.43c
3.58±0.22c
6.21±1.01b
8.08±0.79a

25.50±0.55e
26.69±0.30de
27.98±0.37d
31.37±1.65c
34.73±0.13b
37.76±1.71a
39.06±1.29a

44.30±0.45e
52.62±0.36d
52.51±0.74d
53.00±0.14d
58.37±1.13c
60.68±1.04b
63.33±0.21a

51.69±1.37a
48.32±0.55b
47.58±0.52bc
46.57±0.18c
45.08±0.30d
45.34±0.86d
44.31±0.58d

3.37±0.45d
4.85±0.44c
5.78±0.51c
7.16±1.19b
9.41±0.56a
8.73±0.56a
8.89±0.18a

25.76±0.77c
24.36±0.38c
25.69±1.75c
34.19±1.01b
35.69±1.11b
38.07±0.52a
38.38±1.32a

51.16±0.86f
53.63±0.53e
54.99±0.71d
58.89±0.58c
61.28±0.43b
62.32±0.34ab
63.35±1.02a

1)Mean±SD.
a-f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hanges in hunter color of chopped garlic during
storage at 20oC

Hour L a b ΔE

0
2
4
8
24
48
72

51.69±1.37a
50.12±0.23ab
49.92±2.42ab
48.26±1.00b
42.56±0.28c
40.93±1.99ccc
42.27±1.18c

3.37±0.45e
2.99±0.47e
5.03±1.01d
8.73±1.26c
13.79±0.16b
16.76±0.39a
17.14±0.72a

25.76±0.77e
25.83±0.57e
27.02±0.60e
30.77±0.76d
41.05±0.39c
44.27±2.72b
48.04±1.24a

51.16±0.86e
52.53±0.43de
53.46±2.41d
57.25±0.57c
67.17±0.24b
71.09±0.10a
72.49±0.46a

1)
Mean±SD.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해동하여 유출된 수분량을 구한 후 이를 해동 전 시료 채취

량에 대한 백분율(%, w/w)로 나타내었다.

미생물 변화 분석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일반세균 분석을 위해 약 50 g의

마늘 시료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균질기(Bag mixer 400,

Interscience Co., Saint Nom, France)로 균질화하고 여과하

여 그 즙액을 사용하였다. 멸균희석수로 적절히 희석하여

PCA(plate count agar, Difco lab, Detroit, MI, USA) 배지에

도말하여 30oC에서 2일 이상 배양한 후 군집을 형성한 생균

수를 확인하여 CFU/g으로 표시하였다.

Pyruvic acid 정량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pyruvic acid 분석을 위해 Sch-

wimmer 등(21)의 방법에 따라 시료 0.5 g에 10% trichloro-

acetic acid를 5 mL 첨가하여 1시간 방치한 후 여과지로 여

과하였다. 그 여액 1 mL에 0.0125% dinitrophenylhydrazine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0.6 N NaOH 용액 5 mL를 가하여 spectrophotometer(UV-

1650PC, Shimadzu, Kyoto, Japan)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용액으로 sodium pyruvate를 0.2 μm/mL

의 간격으로 농도 조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얻은

표준 검량 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분석은 SPSS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시료군에 대한 유의차 검정

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서 Dun-

can's multiple test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변화

식품에 있어서 색깔은 맛, 향 및 영양성분과 함께 그 식품

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품질특성이다.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색도는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L값이 감소하여 어둡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a값은 점점 증가하여 적색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4). 색도 측정항목 중 갈변 정도를 나타내어 마

늘의 중요한 품질지표로 작용하는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도

점차 증가하여 갈변이 진전됨을 나타내었다. 전처리 형태와

저장온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다진 마늘 상온저장구의 a, b값

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갈색화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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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충격이

강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생리적 변화가 빨라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26). Bae 등(14)은 수확시기에 박피

한 마늘 인편의 색상을 조사하였을 때, 난지형 마늘은 백색,

한지형 마늘은 황색을 띄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 사

용된 마늘은 재래종 한지형 마늘로서 갈색화가 촉진된 것으

로 여겨진다.

중량감모율

깐 마늘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감모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깐 마늘의 중량감모율은 저장기간이 지남

에 따라 유의하게(p<0.05) 증가하였으며 냉동저장구가 냉장

저장구에 비하여 중량감모율이 높아 저장 30일째에는 2.81

%의 감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냉동저장 한 깐 마늘이 해

동과정을 거치면서 수분이 발생하여 빠져나오면서 조직의

연화로 인해 중량감모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등(24)은 마늘의 인편을 저장하였을 때 -4oC에 저장한 마늘

은 상당한 기간 동안 품질을 유지하였지만 -6oC부터 동결장

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5)은 깐 밤을 냉동

저장 하였을 때 수분 감소와 중량감모율이 냉장저장구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원예 농산물은 수확 시에는 90～

95%의 수분을 함유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확 후

에는 수분의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수분이 감소하여 중량 감

소와 동시에 조위현상이 일어나 최후에는 부패되어 버린다

(22). 따라서 생체 중량의 보존은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신선

편의제품의 시듦 현상을 방지하여 외관 품질을 우수하게 유

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중량감모율은 저

장온도보다는 상대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장 중 마늘의

중량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일정한 상대습도

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7), 따라서 전처리

마늘의 유통 및 저장에 있어 중량 보존을 위해 적정 상대습

도 및 저온 환경 조건 유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였다.

부패율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깐 마늘의 부패율은 Fig. 2와

같다. 일반적으로 부패율 평가 방법은 관능적 항목을 나열하

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나 마늘은 인편의 크기

가 작고 다른 채소들처럼 줄기와 잎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많은 양의 인편 중에 색, 냄새, 외관 상처의 발생 유무에

따라 부패한 인편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깐 마늘

냉장저장구의 경우 저장 초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저장 10일부터 부패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저장 30일째에는

18.4%의 부패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냉동저장 한 깐 마늘의

부패율은 저장 30일째에 1.3%로 저장 전과 비교해 거의 차

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저장구와 냉동저장

구의 부패율을 비교하였을 때 저장 15일까지는 저장온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20일부터 유의한 차이

(p<0.05)를 나타내어 부패 발생에 저장온도가 영향을 미침

을 나타내었다. Jeong과 Park(23)은 마늘 표피의 수분함량

이 많으면 저장 중 부패를 촉진시켜 저장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깐 마늘을 보관할 때 PE 포장

재를 사용하여 밀봉함으로써 마늘의 호흡으로 인해 포장 내

부에 발생한 수분에 의해 부패가 발생하였으며,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호흡 및 부패과정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

다. 부패율은 저장온도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완만히 진행

되다가 부패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

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저장 및 유통과정 동안 온도와 습

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맹아율

깐 마늘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맹아율을 측정한

결과, 저장 전의 맹아율은 12.1%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할

수록 냉장저장구의 맹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저장 30일

째에 23.2%로 나타났다(Fig. 3). Jang과 Hong(11)은 저장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휴면이 타파되어 마늘의 맹아가 점차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반

면 냉동저장구의 맹아율은 저장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

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 마늘 연구에서도 저온에서 저장할수

록 맹아율이 낮았으며, 습도가 마늘의 맹아에 관여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고 보고하여 마늘의 맹아율이 온도와 습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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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음을 나타내었다(14,17,18). Choi 등(16)은 실온 및

냉장 저장상태에서 맹아엽 신장과 중량 감소는 정비례한다

고 보고하였는데 저장 중 수분증발과 호흡으로 인한 양분의

소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냉장

및 냉동저장으로 실험조건이 달라 다른 경향을 나타낸 것으

로 판단되었다.

경도

깐 마늘의 경도를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라 조사한 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냉장저장 한 깐 마늘의 경도는

저장 전 1.07 kg에서 저장 30일째에는 1.04 kg으로 저장에

따른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냉

동저장 한 깐 마늘의 경도는 저장 3일째 0.58 kg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저장 30일까지 저장기간에 의한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냉장저장구와 냉동저장구를 비교했

을 때, 냉동저장구의 저장초기 경도 감소로 인해 냉장저장구

의 경도가 냉동저장구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일반적으로

마늘은 단단하면서 맵고 클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

며 마늘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면서 경

도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경도는 마늘의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품질척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Kwon

등(15)은 포장재별 말린 연근의 저장기간 중 품질특성 변화

를 측정하였을 때 PE 포장재가 다른 포장재보다 경도 유지

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PE 포장재

를 사용함으로써 저장기간에 의한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저장 전과 비교하였을 때 냉동

저장구의 경도가 저장 초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깐 마늘이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세포벽이 붕괴하여

조직이 물러져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드립로스

냉동보관 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드립로스 측정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냉동저장 한 깐 마늘의 드립로스는 저

장 3일째에 0.3%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저장 30일

까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진 마늘의 경우 냉

동저장 전 초기 드립로스가 4.2%로 깐 마늘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저장 3일째 5.6%로 증가한 후 저장 30일째까지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식물성 식품은 동물성 식품에 비

하여 유연성이 적기 때문에 냉동과정 및 저장기간 중에 발생

하는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가 쉽게 파괴되므로 조직

의 변화 및 드립로스가 더 크게 발생하며, 식품 냉동과정에

서 발생하는 기계적 스트레스와 얼음입자의 재결정은 저장

온도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해동 시

발생한 드립은 세포내외의 수분이 방출된 것으로 식품의 수

분활성과 수분 함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식품내

부에 있는 저분자 화합물 영양분을 방출함으로써 해동과정

중에 미생물의 번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28).

Shin 등(19)의 연구에서도 깐 마늘을 냉동저장 하였을 때

드립로스는 저장 6개월까지 0.2%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감안할

때 깐 마늘은 냉동저장에 따른 드립로스에 의한 수분 감소와

영양물질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다진

마늘은 냉동저장에 의해 드립로스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이

후 저장기간 경과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균수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

물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6과 7에 나타내었다.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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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pyruvic acid of pre-processed garlic dur-
ing storage at 2oC and -18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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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in pyruvic acid of chopped garlic during
storage at 20

o
C.

저장구의 경우 다진 마늘과 깐 마늘의 일반세균수는 모두

저장 30일째까지 6.0 log CFU/g 수준을 유지하여 저장 전

일반세균수인 6.3 log CFU/g과 비교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냉동저장구의 일반세균수는 저장기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여 깐 마늘 냉동저장구의 경우

저장 20일째에 5.7 log CFU/g까지 감소하여 냉동저장이 미

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다진 마늘

상온저장구의 일반세균수는 저장기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

하여 저장 3일째 7.0 log CFU/g으로 나타나 냉장저장 및

냉동저장에 비해 미생물의 증식이 빠른 편이었다. 저장온도

별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일반 세균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처리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수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세균 중 표준 한천배지

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세균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품미

생물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며,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직접적

인 관련은 적지만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상의 위생조

건과 잠재적 식품 부패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29). 일반

적으로 신선편이 제품의 가공과정에서 절단 처리 시 표면에

묻어 있던 미생물이 과육 부위로 옮겨지면서 식품 세포조직

의 체액을 영양분으로 활용하여 급격히 증식함으로써 미생

물에 의한 부패가 촉진될 수 있다(30). Chang 등(26)은 박피

와 절단 등의 공정은 신선편이 가공식품의 품질 수명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공 공정에서 미생물 혼입을 제어하

기는 극히 어려우므로 초기 미생물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Hong 등(31)은 단순히 세척 과정

만 거쳐도 절단대파의 초기 생균수를 50～90% 가량 감소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상온저장 한 다진

마늘을 제외하면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은 냉장 또는 냉동저장

하였을 때 일반세균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냉동저장은 일반세균수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여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Pyruvic acid 함량

저장기간에 따른 저장온도별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pyr-

uvic acid 함량을 Fig. 8과 9에 나타내었다. 마늘의 풍미성분

은 무색, 무취의 allin이 물리적 손상을 받아 세포가 파괴될

때 cysteine-sulfoxide lyase(alliinase, EC. 4.4.1.4)라는 효소

의 작용을 받아 allicin과 2개 분자의 pyruvate 및 암모니아

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32). Allicin은 마늘의 독특

한 풍미 성분으로서 마늘의 저장이나 가공 중 중요한 품질지

표가 될 수 있으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개 마늘의 품질지표로 allicin의 구조상 결합물질인 유황

성분을 측정하거나 최종분해물질인 ammonia 또는 pyruvic

acid를 측정하고 있다(33). 이중에서도 pyruvic acid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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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및 양파의 풍미성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allium속 식물의 풍미성분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척도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34,36).

깐 마늘의 pyruvic acid 함량은 저장 전 190.52 μmol/g에

서 냉장저장구의 경우 저장 10일째 394.57 μmol/g까지 급격

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냉동저장

구의 경우 저장 15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30.70 μmol/

g에 도달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깐 마늘의 냉장저

장구와 냉동저장구를 비교하였을 때 저장초기에는 냉장저

장구의 pyruvic acid 함량이 신속히 증가함으로써 냉장저장

구의 pyruvic acid 함량이 냉동저장구보다 높았으나 저장

15일째 냉동저장구의 pyruvic acid 함량이 냉장저장구 수준

에 도달한 이후 저장 30일째까지 냉동저장구와 냉장저장구

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진 마늘의 경우 저장 전

pyruvic acid 함량이 463.87 μmol/g이었으며, 냉장저장구의

경우 저장 10일째 312.97 μmol/g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후 더 이상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진 마늘 냉동

저장구의 pyruvic acid 함량은 저장 30일째까지 완만한 감소

를 지속하여 저장 20일째부터 냉장저장구의 pyruvic acid

함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진 마늘

상온저장구의 경우 pyruvic acid 함량은 상온저장 후 24시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더 크게 감소하여 저장

72시간째에는 193.89 μmol/g으로 실험 처리구 중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Jeong(35)이 생마늘 페이스트의

pyruvic acid 함량을 측정하였을 때 냉장보다 상온에서 크게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전처리 형태별로 비교하

였을 때 저장 전 상태에서는 다진 마늘의 pyruvic acid 함량

이 깐 마늘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깐 마늘의 pyruvic acid 함량은

증가하는 반면 다진 마늘의 pyruvic acid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20일째부터는 전처리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hin 등(19)은 깐 마늘의 냉동저장

연구에서 -18oC에서 저장한 깐 마늘의 pyruvic acid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처리 형태에 따라 마늘의 저장 전 pyruvic acid 함량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마늘의 가공처리가 효소 활성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으며, 다진 마늘의 경우 전처

리에 의해 세포가 마쇄됨으로써 이미 초기 효소활성이 높았

던 것으로 보였다. Bae 등(14)과 Choi 등(16)은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마늘의 pyruvic acid가 감소하였는데 저장 중 온도

에 따라 인편의 호흡작용과 맹아엽의 신장 등에 의한 체내

불활성 물질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pyruvic acid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러 연구에

서 온도가 높을수록 allinase 활성이 저하하여 alliin으로부터

allicin으로의 분해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는데(36-38), 본

실험에서도 높은 온도 때문에 다진 마늘의 pyruvic acid 함

량이 상온저장 기간 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

었다.

요 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처리 가공된 마늘의 저장 중 품질

특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을 구입하여

냉장(2
o
C), 냉동(-18

o
C) 온도에서 30일간 저장하면서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다진 마늘은 상온(20oC)에서 3일간

품질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색도

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L값은 감소하고 a, b값은 증가하

여 갈변화가 진전됨을 나타내었다. 깐 마늘의 중량감모율은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냉동저장구의 증

가율이 냉장저장구에 비해 높았다. 부패율과 맹아율은 냉동

저장구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냉장저장구는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깐 마늘의 경도는 냉동에 의해 급속히 감

소하였으나, 냉장 및 냉동온도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냉동저장 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드립로스 또한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냉장저

장 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의 총 세균수는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냉동저장의 경우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상온저장 한 다진 마늘의 총 세균

수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늘의 풍미 성분 지

표인 pyruvic acid는 다진 마늘의 저장 전 함량이 깐 마늘보

다 높았다. 저장기간 동안 깐 마늘의 pyruvic acid는 증가하

였으며 다진 마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냉장저장

이 냉동저장보다 변화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위의 실험

결과 전처리 가공 형태 및 저장온도가 저장기간 동안 마늘의

품질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늘의

품질유지를 위해 적절한 저장온도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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