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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및 해조류 추출물에 의한 고등어 육중의 Histamine 생성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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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natural materials on histamine 
production in mackerel. Antimicrobial activities on Photobacterium phosphoreum of medicinal herbs and seaweed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paper disc assay and 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Sargassum sagamianum and Ecklonia cava ethanol extracts exhibited antibacterial activity. In particular, Sargassum 
sagamianum ethanol extract showed exc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at 0.015625 mg/mL by the MIC test. Anti-histamine 
release activities of natural materials were further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ir inhibitory effects on histidine de-
carboxylase (HDC) activity in the crude enzyme preparation from Photobacterium phosphoreum. The ethanol extracts 
of Ecklonia cava and Eisenia bicyclis exhibited the strongest HDC inhibitory activity, with 32% and 22%, at a concen-
tration of 1 mg/mL, respectively. Therefore, natural materials may reduce histamine poisoning through decrease of 
histamine production in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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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어(Scomber japonicus)는 경골어류 농어목 고등어 

과에 속하는 어류로써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비롯하여 일

본 전 연안,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대부분의 대양에 

서식하며 주로 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난류성 어종이

다(1). 고등어는 정어리, 전갱이 및 꽁치와 함께 4대 등푸른 

생선으로써 지질함량이 높으며, 특히 EPA(eicosapentae-

noic acid) 및 DHA(docosahexaenoic acid)와 같은 고도불

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이 풍부

하여 고혈압, 심장질환 및 뇌활동 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2). 

뿐만 아니라 혈압강하 및 뇌졸중의 예방효과가 있는 taur-

ine, 항산화력을 가지는 selenium 및 세포 분열과 복제에 

관여하는 핵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영양 및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어류이다(3). 그러나 고등어는 선도저하가 매우 

빨라 고도불포화지방산들이 산화되어 유지의 변색, 저급 

carbonyl 화합물 등의 생성으로 불쾌취, 단백질 변성, 영양

가 저하 및 오염된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된 histamine에 의

해 scombroid fish poisoning과 같은 식중독 등을 일으켜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 냉동품, 통조림 및 염장품 등의 단순가공의 형

태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4,5). Scombroid fish poison-

ing은 선도가 저하되거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하여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었을 때 발생하며, 어류의 표면에 약 1%라도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면 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되고 오염된 어류는 외관상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독성을 나

타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고등어의 근육 내에는 비단백

태 질소인 free histidine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이를 기질로 

하여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에 의해 decarboxylation 과

정을 거쳐 histamine으로 전환하게 된다(6). 이렇게 부패된 

어류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histamine을 섭취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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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4°C보

다 높은 온도에서 저장한 생선에서 Escherichia coli(7), 

Morganella morganii(8), Klebsiella pneumoniae(9) 및 

Hafnia alvei(10) 등과 같은 부패세균에 의해 histamine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Photobacterium(P.) spp.와 

Vibrio spp.는 주로 저온에서 histamine 생성에 관여한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P. phosphoreum이 저온에서 hista-

mine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histamine 생성의 원인물질인 부패세균 또는 부패세균이 생

성하는 HDC(histidine decarboxylase)를 제어하여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DC는 열처리로 불활성

화 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6)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histamine 생성 억제에 관한 연구로

는 spice를 첨가함으로써 HDC 활성 및 biogenic amine 형

성을 억제하고(12,13) 고등어에 로즈마리 추출물(14), 녹

차, 연잎(15) 및 한방재료(16)를 첨가하여 항산화, 항균 등

의 효과에 의한 저장성과 품질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따라서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미

생물 및 효소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생리기능성을 

지닌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식물인 해조류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및 섬유소,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 저

온, 저산소, 고염 등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육상생물과는 다른 대사계나 생체 방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항균(17,18) 및 효소저해활성(19-21) 등과 같은 다양한 생

리활성을 갖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

운 기능성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전통 생약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는 목련과에 속하

는 낙엽성 만성 목본식물로서 항균(22), 항산화(23) 등 다양

한 생리기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 phosphoreum와 P. phosphor-

eum 유래 HDC에 대한 천연물의 항균 및 HDC 저해활성 

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고등어 육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증명하고 식품산업에서의 응용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한약재로 상백피(Morus alba)와 오미

자(Schizandra chinensis)는 경남 양산의 한의원에서 건조

된 국내산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분쇄기(Deasung atron, 

Seoul, Korea)로 분쇄한 후 -20°C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해조류 중 감태(Ecklonia cava)와 대황

(Eisenia bicyclis)은 경북 동해안에서 채취하였으며, 비틀

대 모자반(Sargassum sagamianum) 및 지충이(Sargassum 

thunbergii)는 부산 인근 앞바다에서 채취하여 담수로 깨끗

이 수세하고 자연건조 후 동결 건조하여 분쇄기로 분쇄한 

후, -2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Scomber japonicus)는 부산광역

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의 현대수산에서 활어로 구입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시험균주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가장 대표적인 저온성 histamine- 

producing bacteria인 P. phosphoreum IFO 13896을 미생

물자원센터(KCTC, Korea)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

다.

시료추출

분말 상태의 시료에 10배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기

(UNION 32R, Hanil Co., Incheon, Korea)로 3,000 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만 취하였다. 잔사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지

(Advantec 5A, Toyo Roshi Kaisha, Tokyo, Japan)로 여

과한 후 rotary evaporator(RE200, Yamat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하고 37°C에서 건조하였다. 

이를 -20°C에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수 추출은 

시료에 10배량의 물을 가하여 80°C에서 8시간 교반하여 추

출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Paper disc assay

높이가 4~5 mm인 MHA(Mueller-Hinton agar) 배지에 

균액의 농도가 약 105~106 CFU/mL 가량 되도록 도말하고 

지름이 6 mm인 멸균 disc를 고정시켜서 일정한 농도로 희

석한 한약재 및 해조류 추출물을 20 μL 흡수시켰다. 이를 

실온에서 약 1시간 정도 확산시킨 후, 37°C incubator(DW- 

M I-250, Dongwon Science Co., Busan, Korea)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항균력 측정은 형성된 clear zone의 크기

로 판단하였다.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멸균 후 완전히 굳지 않은 MHA 배지에 한약재 및 해조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고 시험 균주의 농도가 약 105~ 

106 CFU/mL 되도록 접종한 후 혼합하였다. 이를 평판에 

분주하여 실온에서 굳히고, 37°C incubator(DW-M I-250, 

Dongwon Science Co.)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실체 현미경 상에서 균의 성장이 관찰되지 않은 평판의 농도

를 최소저해농도로 하였다.

조효소액 제조

Histamine-producing bacteria로부터 crude histidine 

decaboxylase를 추출하기 위해 Tanase 등(24)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P. phosphoreum 균주를 105~106 CFU/mL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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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ultrasonicator to obtain crude 
HDC from histamine-producing bacteria

Instrument
Time
Pause
Amplitude

VCX-130
10 min

20 sec, 20 sec
55%

도록 하여 0.5% L-histidine monohydrochloride mono-

hydrate를 첨가한 MB 배지에 접종하여 25°C에서 42시간 

배양하였다. 균 배양액을 12,000×g로 30분간 원심분리 하

여 균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균체에 buffer A(0.1 M po-

tassium phosphate buffer, 0.1 mM sodium EDTA, 0.01 

mM pyridoxal phosphate, 0.02 mM dithiothreitol, 1% 

(v/v) polyethylene glycol no. 300, pH 6.5)로 washing 

한 후, -20°C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Washing한 

wet cell을 1:4 비율의 buffer로 현탁 시킨 후, 초음파 처리

(VCX 130, Sonics & Materials, Newtown, CT, USA)하여 

cell을 파괴시킨 후(Table 1), 12,000×g에서 3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침전물은 다시 1:3 비율로 

buffer를 가하여 한 번 더 초음파 처리하고 원심분리 한 상층

액을 앞의 상층액과 혼합하여 20,000×g에서 30분간 다시 

한 번 원심분리 하였고 잔사는 폐기하였다. 원심분리 한 상층

액을 앞의 상층액과 혼합하여 조효소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천연물에 의한 HDC 저해활성

HDC 저해 활성 측정은 37°C에서 기질인 histidine이 

histamine으로 방출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다. 

Kanki 등(25)을 참고하여 buffer A 1 mL와 일정한 농도의 

천연물 추출물 0.1 mL를 test tube에 취하여 37°C에서 5분

간 배양한 후, 조효소액 0.1 mL를 가하여 다시 5분간 배양하

였다. 200 mM L-histidine monohydrochloride mono-

hydrate를 0.2 mL를 첨가한 후 37°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histamine을 생성시켰다.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94~ 

95°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얼음물에 급속 냉각하였다. 

생성된 histamine 정량을 위하여 histamarine assay kit 

(Kikkoman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저해율(%)＝100×[1－(B－C)/ A]

A: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흡광도

B: 시료를 첨가한 흡광도

C: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흡광도

고등어 육 전처리

고등어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clean bench(DW- 

CB-511, Dongwon Science Co.) 내에서 화염 멸균시킨 

칼을 이용하여 육만을 채취하였다.

Histamine-producing bacteria인 P. phosphoreum에 

대한 항균효과를 지닌 천연물을 이용한 고등어육 내에서의 

histamine 생성 억제 실험을 위해 고등어육 42.5 g을 채취

하였으며, NaCl을 육 내에 최종농도가 2%가 되도록 첨가하

고 homogenizer(AM-7, Nihonseiki,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1,000 rpm에서 30초간 균질화 한 후, 천연물을 다양

한 최종농도를 정하여 첨가하였다. 105 CFU/mL(P. phos-

phoreum)를 1/10 희석하여 100 μL 첨가 후, 이를 다시 

1,000 rpm으로 20초간 균질화 하였다. 처리한 육을 멸균된 

petri-dish에 옮겨 담고 5±1°C에서 3, 120 및 240시간 저

장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HDC에 대한 저해효과를 지닌 천연물을 이용한 고등어육

의 histamine 생성 억제 실험을 위해 육 18.84 g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연물 및 조효소 0.5 mL를 처리하여 3, 24, 

72 및 120시간 저장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 생균수 측정

고등어 육을 무균적으로 2 g을 취한 후, 멸균 PBS(phos-

phate buffered saline, pH 7.4)를 10배 가하여 1,000 rpm

에서 1분간 균질화(AM-7, Nihonseiki) 한 다음 10배 희석

법으로 희석하였다. 일반세균수는 시료 희석액을 PCA 

(plate count agar)에 도말하여 37°C에서 24~48시간 배양

한 후,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고등어육 중의 histamine 생성량 측정

어육 내 histamine 생성량 측정은 Kanki 등(25)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분쇄한 고등어 육 1 g에 0.1 M EDTA(pH 8.0)

를 24 mL 첨가하여 1분간 교반하고 100°C의 물에 20분간 

정치시킨 후, 얼음물에 10분간 냉각시켰다. 이를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과액을 histamine assay kit를 사용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istamine 함량을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software(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V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조사 항목들 간의 

유의적 검정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P. phosphoreum에 대한 항균활성

고등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histidine은 선도저하 또는 

부적절한 처리 및 가공으로 인해 부패 미생물이 생육하게 

되면 탈탄산 작용으로 histamine을 생성하게 된다(6). 따라

서 고등어 내 histamine의 생성은 부패세균이 생성하는 

HDC라는 효소에 의한 것이므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P. phosphoreum에 대한 천연

물의 항균활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미자 열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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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various natural materials ex-
tracts against P. phosphoreum

P. phosphoreum
10%  5%

S. chinensis HWE
S. chinensis WE
S. sagamianum EE
E. cava EE
S. thunbergii EE

+++
++
++
++
－

+
+
+
+
－

Negative control － －

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zone: －, not detected; +, smaller 
than 1.5 mm; ++, 1.5～3 mm; +++, 3～5 mm; ++++, lager than 
5 mm.
HWE, hot water extract; WE, water extract; EE, ethanol extract.
Negative control: Water, ethanol.

Table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various 
natural materials extracts against P. phosphoreum

MIC (mg/mL)
P. phosphoreum

S. sagamianum EE
E. cava EE
S. chinensis HWE

0.015625
0.125

1
EE, ethanol extract; HWE, hot water extract.

Table 4. Inhibitory activity of various natural materials against 
crude HDC from P. phosphoreum                (Unit: %)

P. phosphoreum
E. cava EE
E. bicyclis EE
S. sagamianum EE
S. thunbergii EE
M. alba EE
S. chinensis EE
S. chinensis HWE

31.75±2.39a1)

25.08±1.79b

 4.91±2.82d

  8.1±0.72cd

 5.80±1.88d

13.37±1.02c

 8.47±1.77cd

Concentration: 1 mg/mL.
1)Means in the same column (a-d)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E, ethanol extract; HWE, hot water extract.

및 물 추출, 비틀대 모자반, 감태 및 지충이를 에탄올로 추출

한 후, paper disc법을 이용하여 생육억제 활성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Table 2), 오미자 열수 추출물 및 물 추출물, 

비틀대 모자반과 감태 에탄올 추출이 10% 및 5%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오미자의 경우 fumar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및 itaconic acid 등의 유기산이 많이 함유

되어 있어 이로 인한 pH의 저하에 따른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7), 뿐만 아니라 오미자의 정유성분

인 terpineol과 citronellol이 Escherichia coli, Staphylo-

coccus(S.) aureus 등에 대해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28) 오미자가 가지는 유기산과 정유성분

에 의해 P. phosphoreum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감태의 경우 식품 부패 및 식중독에 관여하는 

여러 미생물에 대해 뛰어난 항균활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으며(18,29), 감태에는 다양한 phlorotannin이 

함유되어 있어 여러 생리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hoi 등(30)은 감태에서 분리한 eckol이 S. aureus

와 Salmonella spp.에 대해 항균활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Horie 등(31)은 비틀대 모자반에서 항균활성을 지

니는 quinone 대사물질인 sargaquinoic acid 유도체를 분

리해냈다. 따라서 이러한 해조류 중의 화합물들이 P. phos-

phoreum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Paper disc assay 실험 결과, P. phosphoreum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인 오미자 열수 추출물, 비틀매 모자반 및 

감태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MIC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이 0.015625 mg/ 

mL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 균의 생육을 억제하였으며 감태 

에탄올 추출물 역시 0.125 mg/mL의 낮은 농도에서 생육을 

억제하였다. 오미자 열수 추출물은 1 mg/mL로 비교적 높은 

농도에서 P. phosphoreum의 생육을 억제하였다. Wenda-

koon과 Sakaguchi(12)는 또 다른 강력한 histamine 생성 

균인 Enterobacter aerogenes에 대하여 clove가 hista-

mine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love의 

essential oil에 의한 것으로 essential oil의 phenolic 화합

물이 미생물의 세포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해조류 역시 높은 phenolic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의해 항균활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

어진다. 

HDC 저해활성 

Histamine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미생물을 제어하거

나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효소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P. 

phosphoreum으로부터 얻은 crude HDC를 얻은 후, 해조류 

및 한약재 추출물에 의한 HDC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Table 4), 해조류 추출물에 의한 HDC 저해효과는 감

태 및 대황 추출물이 1 mg/mL 농도에서 각각 31.75% 및 

25.08%로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한약재 추출

물에 의한 HDC 저해효과는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이 1 mg/ 

mL 농도에서 13.37%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

로 오미자 열수 추출물이 8.47%의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감태와 대황의 경우 lipase(32,33), α-glucosidase(34,35), 

α-amylase(33,35) 및 tyrosinase(36) 등의 다른 효소에서

도 저해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조류에는 

tannin과 같은 polyphenol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37). 

Wijesinghe 등(38)의 연구에 의하면, 감태 에탄올 추출물에 

높은 TPC(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을 나타내었고 

대황 에탄올 추출물에도 TPC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39). 이러한 해조류의 phenolic 화합물들은 단백질과 착물

을 이루는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물질의 

hydroxyl group과 효소의 결합부위가 수소 및 이온결합을 

통해 효소와 강한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효소들과 비선택

적 침전반응을 통하여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 것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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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viable cell counts of mackerel muscle in-
cubated with P. phosphoreum treated with E. cava and S. saga-
mianum extracts at 5±1°C. Mea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e) among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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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histamine contents of mackerel muscle in-
cubated with P. phosphoreum treated with E. cava and S. saga-
mianum extracts at 5±1°C. Means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b) among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P<0.05).

어진다(40).

항균 천연물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일반 생균수 변화

P. phosphoreum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인 천연 추출물을 

고등어 육에 첨가함으로써 실제로 고등어 육중에서의 P. 

phosphoreum의 생육을 억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

등어 육에 P. phosphoreum을 접종하고 감태 에탄올 추출물

을 0.5 및 1 mg/mL,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을 0.1 

및 0.5 mg/mL 첨가하여 5±1°C에서 저장하며 생균수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Fig. 1), 저장 0일차에는 무처리와 천연물 

첨가 처리구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일차가 

증가함에 따라 무처리구의 생균수는 5일 및 10일차에 각각 

105 및 106 CFU/mL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감태 및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한 처리구에는 10일차에 각각 

103 및 104 CFU/mL로 균의 성장이 억제되어 천연물 침지구

가 약 2 log cycle 정도 가량 균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41)는 감태 에탄올 추출물이 Bacillus sub-

tilis, S. aureus, Listeria innocua, Clostridium perfring-

ens,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Typhimurium, 

Candida tropicalis 등에 대해 강한 항균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비틀대 모자반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이 저

장기간에 따라 무처리와 비교 시 생균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42). 해조류 추출물을 

실제로 고등어 육에 적용하여도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따라

서 감태와 비틀대 모자반 추출물이 고등어의 부패에 관여하

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균 천연물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histamine 생성량 변화

고등어 내의 histamine 생성 억제는 미생물을 제어하거

나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효소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해

조류 추출물의 P. phosphoreum에 대한 항균 효과에 의해 

고등어육 내의 histamine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 감태 에탄올 추출물을 0.5 및 1 mg/mL,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을 0.1 및 0.5 mg/mL 첨가하여 5±1°C에서 

저장하며 histamine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Fig. 2), 

저장 초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일차가 증가

함에 따라 무처리의 histamine 함량은 크게 증가하여 저장 

10일차에 histamine 함량이 72 mg/kg으로 증가하였지만 

감태 및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는 histamine의 함량이 1 mg/kg 이하로 거의 생성되지 않았

다. Wendakoon과 Sakaguchi(12)는 histamine 생성균인 

Enterobacter aerogenes가 유도기 후에 amine이 생성되

고 정지기 동안 amine이 최대로 생성된다고 보고하였으며, 

Kanki 등(11)은 sardine homogenate에 P. phosphoreum

을 접종하였을 때, 대수 증식기에 histamine이 급격하게 증

가하였으며 정지기에 histamine 함량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선 

생균수의 결과와 견주어 보면 해조류 추출물로 인하여 생균

수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P. phosphoreum가 생성하는 

HDC가 적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histamine의 함량이 감소

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효소 저해 천연물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histamine 생성

량 변화

P. phosphoreum로부터 얻은 HDC에 대해 histamine 생

성 억제를 보인 천연물 추출물을 고등어 육에 첨가함으로써 

실제로 고등어 육중에서의 histamine 생성을 억제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등어 육에 P. phosphoreum 유래 HDC

를 접종하고 감태, 대황, 오미자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을 

최종 농도가 5 mg/mL이 되도록 첨가한 후, 5±1°C에서 저

장하며 histamine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Fig. 3), 

무처리가 저장 초기에서부터 저장일차가 증가하여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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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istamine contents of mackerel muscle in-
cubated with crude HDC from P. phosphoreum treated with nat-
ural materials extracts at 5±1°C. Means bearing different super-
scripts (a-e) among samp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centration: 5 mg/mL.

물 첨가 처리구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histamine 생성량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저장 5일차에 무처리의 경우, 63 mg/kg

의 histamine을 생성하였으나 오미자 열수 추출물은 44 

mg/kg의 histamine 생성량을 보여 가장 크게 억제함을 확

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감태, 대황 및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

이 각각 48.87, 51.02 및 54.36 mg/kg의 histamine을 생성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love, cinnamon, cardamom, tur-

meric 및 pepper와 같은 향신료를 고등어에 처리하여 저장

하면서 biogenic amine의 생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hista-

mine이 감소함을 보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3). 

이는 향신료에 있는 phenolic 화합물들이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 하였으며 해조류 역시 높은 phenolic 화합물을 함유

하고 있다(39,40). 따라서 천연물 추출물들이 P. phos-

phoreum 유래 HDC의 작용을 억제하여 histamine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천연물의 추출물 첨가로 인한 품질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는 로즈마리 추출물을 첨가한 고등어의 물성과 색도를 측정

한 결과, 첨가량에 따라 경도가 더 좋아지고 명도가 밝아지

는 결과를 보였으며 관능평가에서도 무처리와 비교 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14). 또한 한방재료를 첨가한 고등어에

서도 대조군과 비교 시 물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능평가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이러한 추출물 첨가로 

인하여 고등어의 다른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기호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해조류 추출

물의 첨가로 인하여 고등어의 다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16). 

요   약

한약재 및 해조류 추출물에 대한 Photobacterium phos-

phoreum의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오미자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과 감태 및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이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며 비틀대 모자반과 감태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0.015625 mg/mL, 0.125 mg/mL의 최소저해농도를 나타

내었다. P. phosphoreum 유래 HDC의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감태와 대황 에탄올 추출물이 1 mg/mL에서 각각 

32%, 25%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P. phosphor-

eum에 대해 항균력과 HDC 저해 효과를 나타낸 천연물을 

고등어육에 첨가한 후 균주를 접종하여 생균수 및 hista-

mine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저장일차가 증가함에 따라 처

리구에서 균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Histamine의 함량도 다

소 감소하였지만 주로 항균활성에 의해 histamine이 저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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