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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rlic extract on histamine reduction in mackerel 
meat stored at 4°C and 15°C, respectively. The number of total bacteria in mackerel meat treated with 7.5% garlic 
extract was ten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stored for 6 days of 4°C.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he samples after 9 days of storage. Reduction of eicosapentaenoic acid (C20:5) and docosahexaenoic acid 
(C22:6) contents was observed in the normal control group at both temperatures. However, contents of these two 
polyunsaturated fatty acids slightly increased in garlic extract-treated fish. Amounts of volatile basic nitrogen increased 
over time in the control group, but decreased in the garlic extract-treated meat, indicating that garlic extract might 
suppress decomposition. No histamine was detected initially in all samples. However, a small amount of histamine 
(42.87 mg/kg) was detected in the control at 3 days after storage at 4°C. Histamine content increased continuously 
with storage period but was lower in mackerel meat containing garlic extract, in which histamine suppression was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garlic extract. It can be concluded that garlic extract could be utilized to extend 
the storage period of macke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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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어(Scomber japonicus)는 경골어류 농어목 고등어

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전 연근해에 분포하고, 전 세계 아열

대 및 온대 해역 연안에 주로 서식한다(1). 고등어는 단백질

과 지질이 풍부한 고열량 식품으로 지질의 주요 성분은 do-

cosahexaenoic acid(DHA), eicosapentaenoic acid(EPA) 

등 omega-3 지방이다. 고등어의 DHA는 치매, 천식, 아토

피성 피부염,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에서 피가 엉기는 혈전을 막

아 동맥경화, 혈전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수명을 단

축시키는 혈관질환들을 예방해 준다(2,3). 고등어의 단백질 

함량은 100 g당 20.2 g이나 되는데 고등어의 단백질을 구성

하는 여러 아미노산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타우린

(taurine)이다. 타우린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 기능을 높이며 천식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한다(1,4). 

이러한 고등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도 저하와 부패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식탁에 오르기 힘들어 냉장

이나 냉동품, 염장품, 통조림 가공품 형태와 구이, 조림 등의 

요리로 소비되어 이용된다.

고등어의 선도 저하와 보관 상태에 따라 histamine fish 

poisoning을 유발할 수 있으며, 히스타민(histamine)은 식

품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scombroid poisoning의 원인물질

이다. 히스타민은 생리전달물질로서 체내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비활성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5,6). 하지

만 어육의 부패 시 발생하는 히스타민은 보통 발진, 두드러

기, 구토, 설사,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

타내는 가벼운 질환이나 히스타민에 대한 섭취량이나 개개

인의 감수성에 따라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고등어는 

근육 내에 높은 수준의 free histidine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 scombroid poisoning 사건과 연관된다(7,8).

히스타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히스타민 생성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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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idine decarboxylase를 불활성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향

신료를 첨가함으로써 항균작용 및 histidine decarboxyl-

ase 활성 억제에 관한 연구(8,9)와 감태 및 비틀대 모자반 

에탄올 추출물, 한약재 및 해조류 추출물에 의한 히스타민 

생성억제 효과 등(10,11)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오늘날 다양하고 새로운 식품들이 유통됨에 따라 보존기

간의 연장이나 식품 부패 미생물에 대한 살균 등의 저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던 합성 보존료들

은 취급과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기호는 

인위적인 합성물질보다 식품의 맛과 영양이 보존되면서 안

전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천연물질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

다. 마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 많이 재

배되고 있는 향신 조미료로서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백합

과에 속하는 다년생 채소이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은 al-

liin이라는 유황 화합물이다. Alliin은 아무런 향이 없지만 

마늘 조직이 상처가 나는 순간 alliin은 조직 안에 있는 allii-

nase라는 효소와 작용해 자기방어 물질인 allicin이 된다. 

마늘의 allicin은 주요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로써 Gram 양성

균, Gram 음성균, 곰팡이, 효모 및 원생동물의 번식을 억제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마늘에 있는 allicin의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은 thiosulfinate기가 미생물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효소 중에서 -SH기를 가지는 효소와 결합하여 불활

성화시키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마늘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식육에 

마늘즙액을 처리하여 E. coli에 대한 항균작용을 확인한 결

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마늘즙을 첨가한 경우에 식육

의 생균수가 감소하여 마늘의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

된 바 있고(13), 마늘즙이 다른 한약재에 비해 그람 양성균

보다는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 유해성분인 히스타민을 저감

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등어육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향신료인 마늘의 추출물을 제조하여 0, 2.5, 5, 

7.5%를 첨가 후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저장 기간에 

따른 히스타민과 휘발성 염기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의 생성량을 조사하여 고등어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마늘은 인천 시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이를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clean bench에서 멸균된 증류수로 세 차례 세척하여 멸균한 

blender(HGB7WTS3, Waring Co., McConnellsburg, PE, 

USA)에 멸균수와 1:1 비율이 되도록 혼합한 후 분쇄하였다. 

이를 4,500 rpm(Union 5KR, Hanil Co., Incheon, Korea)

으로 4°C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멸균 filter

로 여과하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고등어(Scomber ja-

ponicus)는 E마트(Incheon, Korea)에서 판매 중인 냉장고

등어를 구입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마늘 추출물 처리

고등어를 구입 후 가식 부위인 어육만을 잘게 잘라 blen-

der(HGB7WTS3, Waring Co.)로 분쇄하여 마늘 추출물을 

각각 육 대비 0%, 2.5%, 5%, 7.5% 비율로 첨가한 다음 멸균

한 균질기(SX08, Mitsui Electric Co., Noda, Japan)로 균

질화시킨 후 각각 150 g씩 지퍼백에 이중 포장하고 이를 

고등어육으로 하여 4°C 및 15°C에서 3일 간격으로 12~15

일 동안 저장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약

히스타민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표준품 히스타민과 유도

체 시약인 dansyl chloride, 내부표준물질 1,7-diamino-

heptane은 모두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인 acetonitrile(Merck 

Ltd., Darmstadt, Germany)은 HPLC급을 사용하였고 기타

시약은 특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세균수의 측정

4°C와 15°C에서 고등어육을 저장하면서 무균적으로 5 

g을 취한 후, 멸균 BPW(buffered peptone water)를 10배 

가하여 균질기(Stomacher 400 Circulator, Seward, Wor-

thing, UK)로 1분간 균질화한 후 10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희석액을 멸균된 PCA(Plate Count Agar) 배지에 도말하여 

37°C에서 24~48시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집락수를 측정하

였다.

지방산의 조성 변화 확인

지질의 추출은 일정량의 시료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검

체가 잠길 정도의 약 100 mL 에테르를 가하여 흔들어 약 

1시간 방치한 후 여액을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물로 세척하

여 물층을 버리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한 후 35°C 수

욕상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지방산 측정은 식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

dex)의 지방산 시험법(15)으로 GC(Gas Chromatography, 

Agilent 7890B,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출한 지질 약 25 mg을 유리 튜브에 

정밀히 취하여 내부표준용액 1 mL를 첨가하고 0.5 N 메탄

올성 수산화나트륨 용액 1.5 mL를 넣고 질소를 불어넣은 

후 뚜껑을 덮고 혼합하였다. 이어 100°C heating block에서 

약 5분간 가온하고 냉각한 후 14% 트리플루오로보란메탄올 

용액 2 mL를 가하고 다시 질소를 불어넣고 혼합하여 100°C

에서 30분간 가온하였다. 이어 30~40°C로 냉각하여 이소

옥탄 용액 1 mL를 가하여 질소를 불어넣은 후 이 온도에서 

30초간 진탕한 다음, 즉시 포화 염화나트륨 용액 5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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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질소를 불어넣은 후 뚜껑을 덮고 진탕하였다. 상온으

로 냉각한 후 수층으로부터 분리된 이소옥탄층을 무수황산

나트륨으로 탈수하여 GC로 측정하였다. 이때 column은 

SP-2560(100 m×0.25 mm×0.2 μm, Sigma-Aldrich Co.), 

Detector는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사용하였다. Inlet 

온도는 225°C, 검출기 온도는 285°C, oven 온도는 100°C

에서 4분간 온도를 유지한 후 분당 3°C로 240°C까지 상승

시킨 다음 15분 이상 유지시켰고 carrier gas는 N2를, 유속

은 0.8 mL/min으로 하였다. 지방산 조성은 peak 면적의 상

대적 비(%)로 나타내었다.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 측정

휘발성 염기질소의 측정은 식품공전의 미량확산(Conway)

법(16)을 이용하였다. 고등어육을 10 g 취하여 증류수 50 

mL를 넣고 잘 섞어 30분간 침출하고 여과한 다음 여과액을 

5% 황산으로 중화시킨 후 증류수를 넣어 100 mL로 정용하

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Conway unit을 약간 기울여 놓고 

외실의 아래쪽에 시험용액 1 mL를 피펫(Vol)을 사용하여 

넣은 후 내실에 0.01 N 황산 1 mL를 같은 방법으로 넣었다. 

그다음 덮개의 갈아 맞추는 부분에 기밀제 소량을 고루 바르

고 탄산칼륨 포화용액 약 1 mL를 외실의 위쪽에 넣고 덮개

를 덮어 클립으로 고정하고 시험용액과 탄산칼륨 포화용액

을 잘 섞었다. 그 후 25°C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내실의 

황산 용액에 메틸레드 0.2 g 및 메틸렌블루 0.1 g을 에탄올 

300 mL에 녹인 Brunswik 시액 한 방울을 넣고 마이크로뷰

렛을 사용하여 0.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히스타민 분석

히스타민의 분석은 식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dex)의 히스타민 분석법(17)을 사용하였으며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LC-20AD 

series system,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5 g에 0.1 N 염산을 25 mL를 가한 다음 

균질화하고 이것을 원심분리(4,000×g, 4°C, 15 min) 한 후 

여과하여 취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여 얻은 상층액을 합치

고 0.1 N 염산을 가해 50 mL로 한 것을 추출용액으로 하였

다.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각각 1 mL를 유리시험관에 취한 

다음 내부표준용액 100 μL를 가하였다. 여기에 포화 탄산나

트륨 용액 0.5 mL와 1% 염화단실아세톤 용액 0.8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마개를 하여 45°C에서 1시간 유도체화하

였다. 유도체화시킨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에 10% 프롤린 

용액 0.5 mL 및 에테르 5 mL를 가하여 약 10분간 진탕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질소 농축한 후 아세토니트릴 1 mL를 가하

여 0.45 μm의 membrane filter(67841304, Whatman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분석은 

HPLC(LC-20AD series system, Shimadzu Co.)를 사용하

였고 칼럼은 CAPCELL PAK C18 UG120 column(5 μm, 

size 4.6 mm I.D.×25 mm, Shimadzu Co.), Detector는 

PDA(SPD-M20A, Shimadzu Co.)를 이용하였다. 이동상 

조건은 아세토니트릴과 물의 혼합액으로 55% 아세토니트

릴을 최초 10분간 유지 후 15분까지 65%, 20분까지 80%로 

하여 5분간 유지 후, 30분까지 90%로 하여 5분간 유지시켰

고 유속은 1 mL/min으로 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통계 package(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시료 간 유의성을 P<0.05 수준에

서 던컨 다중범위 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

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등어육의 일반세균수의 변화

고등어육에 마늘 추출물을 각각 0, 2.5%, 5%, 7.5% 첨가

하여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3일 간격으로 고등어육

에서의 일반세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4°C 저장 실험에서 저장 초기에 대조구와 마늘 추출물 처리

구의 일반세균수는 103 CFU/g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있어 6일 경과 후 대조구의 일반세

균수는 106 CFU/g이었고, 마늘 추출물 첨가구는 105 CFU/ 

g으로 약 1 log cycle의 균이 억제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저장 9일차에는 106 CFU/g, 저장 15일차에는 107 CFU/g으

로 대조구와 첨가구 모두 증가하여 비슷한 세균수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마늘 추출물에 의해 세균이 억

제됐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첨가구의 수분 함량에 따라 

균이 증식하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추출

물 처리에 의한 미생물의 생육 증식억제가 한계치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15°C 저장 시에는 저장 3일차에 대조구의 세균수가 마늘 

추출물 처리구보다 많은 균수를 보였다. 저장 6일차에는 대

조구와 첨가구의 세균수가 108 CFU/g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7.5% 마늘 추출물 처리구에서 가장 낮아 9.1×107 

CFU/g이었다. 일반적으로 어육 중 세균수가 105 CFU/g 이

하이면 신선하고, 105~106 CFU/g이면 초기부패를 나타내

며 107 CFU/g일 경우 부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18), 본 

연구의 4°C 저장 실험에서는 대조구가 6일차에 세균수가 

1.1×106 CFU/g이었으나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저장 9일차

에 1.4~2.0×106 CFU/g으로 나타나 저장기간이 연장되었

다. 15°C 저장 실험에서는 저장 3일에 마늘 추출물 5%와 

7.5% 첨가구에서 106 CFU/g으로 초기부패가 시작되었으

나 대조구와 추출물 2.5% 첨가구는 8.2×107 및 6.7×107 

CFU/g으로 나타나 부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C 저장 시에 12일 이후에는 마늘 추출물 첨가에 의한 

더 이상의 세균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구의 경우 Kwon(19)이 고등어 fillet 육을 5°C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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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s of viable cells in mackerel treated with garlic extract in storaging at 4°C and 15°C for 15 days      
(Unit: CFU/g)

Days Control1) 2.5% 5% 7.5%
4°C 0

3
6
9

12
15

 3.2±0.05×103c2)

6.9±0.05×104a

1.1±0.03×106a

3.2±0.08×106a

7.5±0.20×106a

5.2±0.06×107a

3.1±0.06×103c

4.6±0.15×104b

5.9±0.01×105b

2.0±0.08×106b

7.0±0.25×106a

4.9±0.20×107a

3.6±0.07×103b

3.0±0.03×104c

3.8±0.02×105c

1.6±0.03×106c

6.2±0.25×106b

4.1±0.20×107b

3.9±0.04×103a

5.5±0.10×103d

3.3±0.01×105d

1.4±0.06×106c

5.2±0.26×106c

2.6±0.12×107c

15°C 0
3
6
9

12
15

3.2±0.05×103c

8.2±0.26×107a

1.8±0.02×108a

6.5±0.06×108a

8.5±0.15×108a

4.0±0.07×109a

3.1±0.06×103c

6.7±0.64×107b

1.5±0.10×108b

6.3±0.03×108a

8.3±0.40×108a

3.8±0.13×109a

3.6±0.07×103b

1.5±0.06×106c

1.0±0.02×108c

3.7±0.41×108b

8.3±0.15×108a

3.9±0.08×109a

3.9±0.04×103a

1.1±0.03×106c

9.1±0.30×107c

3.6±0.10×108b

8.1±0.25×108a

3.2±0.12×109b

1)Mackerel treated with 0, 2.5, 5, and 7.5% of garlic extract.
2)Mean±S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장하여 14일차에 확인한 세균수나, Kim 등(20)이 4°C에서 

10일 및 15일간 고등어육을 저장하여 확인한 연구에서의 

일반세균수는 각각 106 CFU/g과 107 CFU/g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해조류와 한약재를 

사용한 Jung 등(11)과 Kim 등(20)의 연구에서는 이들 첨가

물이 미생물 증식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마늘 추출물 첨가에 의해 고등어육의 일반 세균수가 

감소하여 세균 증식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크지 않았다. 이는 

마늘 추출물 제조 시 마늘과 멸균수를 1:1로 혼합하여 분쇄

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im 등(13)은 37 

°C에서 18시간 배양시킨 E. coli O157:H7 배양액의 생균수

는 7.0×108 CFU/mL였으나 마늘즙을 1%와 3% 첨가한 배

양액의 세균수는 각각 1.0×108 CFU/mL와 2.4×103 CFU/ 

mL로 나타나 항균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분쇄한 

쇠고기에 E. coli 균주를 접종하여 8°C에서 저장 시 9일 후

에 마늘즙을 첨가한 쇠고기에서 약 2 log 감소하였다고 하여 

마늘즙에 의한 항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상의 실험에서 마늘 추출물의 첨가에 의한 고등어육의 세균

수 감소는 마늘의 allicin에 의한 항균작용으로 생각된다

(12). 

고등어육의 지방산 조성 변화

고등어육에 마늘 추출물을 0, 2.5%, 5%, 7.5%를 첨가하

여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6일 간격으로 지방산 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 및 3과 같다. 대조구 시료에

서의 지방산 함량은 palmitic acid(C16:0)와 oleic acid 

(C18:1)가 각각 20.07%, 25.06%로 전체의 45.13%를 나타

냈으며 다음으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 docosahexaenoic 

acid(DHA, C22:6)가 17.96%, eicosapentaenoic acid(EPA, 

C20:5)가 6.05%로 ω-3계 지방산의 함량이 다소 높았다. 전

체 지방산 조성 중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 SFA)

은 32.82%이고 단일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은 35.85%였으며,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

saturated fatty acid, PUFA)은 31.32%로 나타났다. 이는 

Park(21)이 시판 유통 중인 생고등어와 간고등어의 품질평

가에 관한 연구에서 포화지방산은 38.46%, 단일불포화지방

산은 30.21%, 다가불포화지방산은 31.33%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계절과 산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

다.

Kim과 Park(22)은 고등어 지방의 산화에 관한 연구에서 

DHA와 EPA 모두 저장 실험 중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본 실험의 4°C 저장 중 대조구의 EPA가 초기 6.05%에서 

12일차에 5.97%, DHA는 초기 17.96%에서 12일차에 

17.24%로 다소 감소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마늘 추

출물 2.5%, 5%, 7.5% 첨가구는 EPA가 저장 초기에 각각 

6.01%, 6.06%, 5.96%였으며 DHA도 각각 17.98%, 18.31 

%, 17.75%였으나 저장 12일차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15°C 

저장 실험에서도 대조구의 경우 EPA가 초기 6.05%에서 12

일차에 6.10%였으며, DHA는 초기 17.96%에서 12일차에 

17.86%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상의 실험에서 마늘 추출물 

첨가구는 4°C와 15°C 저장 실험에서 EPA와 DHA의 지방산 

함량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Shin과 Kim(23)은 

마늘과 양파즙이 굴비의 지방산 조성과 지방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조구의 굴비는 건조 30일 경과 후 

DHA의 함량이 8.18%에서 7.37%로, EPA 함량이 3.81%에

서 3.71%로 감소하였으나 마늘과 양파 혼합액 처리 굴비는 

DHA의 함량이 8.18%에서 9.91%로, EPA 함량은 3.81%에

서 4.25%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양파즙과 마늘즙 첨가가 지

방산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hoi(24)

의 연구에서도 표고버섯 가공부산물을 이용해 만든 조 추출

액을 고등어에 5%, 10% 첨가하여 5°C에서 저장하면서 지

방산 조성을 확인한 결과, 대조구에서는 DHA와 EPA 함량

이 감소하였으나 조 추출액 첨가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마늘 추출물의 고등어육에서의 히스타민 생성 억제 961

Table 2. The changes of fatty acid composition in mackerel treated with garlic extract in storaging at 4°C for 12 days (Unit: area%)

Fatty acids
0% 2.5% 5% 7.5%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C14:0
C15:0
C16:0
C17:0
C18:0
C20:0
C22:0

 3.89 
 0.83 
20.07 
 1.03 
 6.10 
 0.57 
 0.32 

 3.92 
 0.86 
20.47 
 1.06 
 6.35 
 0.63 
 0.37 

3.94 
0.86 

20.43 
1.07 
6.52 
0.62 
0.35 

3.79 
0.86 

20.52 
1.10 
6.70 
0.61 
0.36 

3.85 
0.87 

20.78 
1.13 
6.86 
0.64 
0.35 

3.55 
0.83 

20.41 
1.09 
6.61 
0.62 
0.36 

3.71 
0.84 

20.07 
1.08 
6.65 
0.64 
0.38 

4.12 
0.89 

20.84 
1.13 
6.66 
0.67 
0.35 

3.81 
0.85 

20.01 
1.11 
6.85 
0.64 
0.36 

3.81 
0.85 

20.31 
1.10 
6.82 
0.66 
0.39 

4.04 
0.88 

20.87 
1.12 
6.81 
0.65 
0.35 

3.95 
0.82 

21.31 
1.06 
6.72 
0.55 
0.30 

Saturates 32.82 33.66 33.79 33.93 34.48 33.46 33.37 34.66 33.63 33.93 34.72 34.70 
C16:1
C17:1
C18:1
C20:1
C22:1
C24:1

 3.69 
 0.43 
25.06 
 3.80 
 1.94 
 0.93 

 3.69 
 0.45 
24.75 
 3.90 
 2.01 
 0.99 

3.81 
0.43 

24.68 
3.87 
1.98 
0.94 

3.61 
0.46 

24.17 
3.82 
1.92 
1.03 

3.66 
0.46 

23.90 
3.82 
1.98 
1.05 

3.66 
0.42 

23.48 
3.70 
1.81 
1.06 

3.55 
0.45 

24.11 
3.92 
2.00 
1.05 

3.78 
0.45 

23.09 
3.81 
2.16 
1.03 

3.67 
0.41 

23.33 
3.83 
1.98 
1.11 

3.64 
0.49 

24.00 
3.89 
1.98 
1.04 

3.73 
0.45 

24.11 
3.84 
1.94 
1.03 

3.57 
0.37 

24.68 
3.72 
1.71 
0.92 

Monoenes 35.85 35.80 35.71 35.00 34.86 34.13 35.08 34.31 34.32 35.05 35.10 34.97 
C18:2
C18:3
C20:2
C20:4
C20:5
C22:2
C22:6

 2.16 
 1.49 
 1.83 
 1.32 
 6.05 
 0.51 
17.96 

 2.13 
 1.44 
1.74 
1.35 
5.99 
0.54 

17.36 

2.15 
1.43 
1.72 
1.43 
5.97 
0.56 

17.24 

2.05 
1.40 
1.61 
1.48 
6.01 
0.53 

17.98 

2.09 
1.42 
1.60 
1.48 
5.91 
0.52 

17.65 

1.98 
1.36 
1.56 
1.49 
6.35 
0.52 

19.15 

2.11 
1.41 
1.63 
1.50 
6.06 
0.54 

18.31 

2.19 
1.46 
1.73 
1.39 
6.11 
0.54 

17.61 

2.06 
1.39 
1.58 
1.55 
6.12 
0.52 

18.82 

2.14 
1.45 
1.65 
1.51 
5.96 
0.56 

17.75 

2.15 
1.43 
1.61 
1.43 
5.95 
0.53 

17.09 

2.04 
1.29 
1.48 
1.36 
5.97 
0.43 

17.76 
Polyenes 31.32 30.54 30.50 31.07 30.66 32.41 31.56 31.02 32.05 31.02 30.18 30.33 

UFA1)/SFA2)

PUFA3)/SFA
 2.05 
 0.95 

1.97 
0.91 

1.96 
0.90 

1.95 
0.92 

1.90 
0.89 

1.99 
0.97 

2.00 
0.95 

1.88 
0.90 

1.97 
0.95 

1.95 
0.91 

1.88 
0.87 

1.88 
0.8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UFA: unsaturated fatty acid. 2)SFA: saturated fatty acid. 3)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Table 3. The changes of fatty acid composition in mackerel treated with garlic extract in storaging at 15°C for 12 days (Unit: area%)

Fatty acids
0% 2.5% 5% 7.5%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0 day 6 day 12 day
C14:0
C15:0
C16:0
C17:0
C18:0
C20:0
C22:0

3.89 
0.83 

20.07 
1.03 
6.10 
0.57 
0.32 

3.87 
0.86 

20.81 
1.09 
6.70 
0.62 
0.35 

3.63 
0.84 

20.39 
1.07 
6.81 
0.63 
0.35 

3.79 
0.86 

20.52 
1.10 
6.70 
0.61 
0.36 

3.85 
0.86 

20.81 
1.14 
6.99 
0.64 
0.35 

3.44 
0.80 

20.47 
1.08 
7.11 
0.55 
0.32 

3.71 
0.84 

20.07 
1.08 
6.65 
0.64 
0.38 

3.80 
0.85 

20.94 
1.11 
6.95 
0.63 
0.34 

3.67 
0.84 

21.01 
1.10 
7.18 
0.60 
0.33 

3.81 
0.85 

20.31 
1.10 
6.82 
0.66 
0.39 

3.81 
0.86 

21.44 
1.13 
7.10 
0.64 
0.34 

3.74 
0.86 

21.16 
1.12 
7.07 
0.62 
0.33 

Saturates 32.82 34.31 33.71 33.93 34.65 33.78 33.37 34.63 34.74 33.93 35.32 34.90 
C16:1
C17:1
C18:1
C20:1
C22:1
C24:1

3.69 
0.43 

25.06 
3.80 
1.94 
0.93 

3.63 
0.45 

24.50 
3.83 
1.91 
0.97 

3.65 
0.43 

24.47 
3.81 
1.91 
0.96 

3.61 
0.46 

24.17 
3.82 
1.92 
1.03 

3.57 
0.45 

22.97 
3.77 
2.02 
1.04 

3.76 
0.49 

23.23 
3.42 
1.61 
0.85 

3.55 
0.45 

24.11 
3.92 
2.00 
1.05 

3.55 
0.45 

23.47 
3.82 
1.98 
1.04 

3.64 
0.40 

22.94 
3.58 
1.72 
0.93 

3.64 
0.49 

24.00 
3.89 
1.98 
1.04 

3.52 
0.45 

23.48 
3.78 
1.95 
1.03 

3.55 
0.40 

22.88 
3.58 
1.75 
0.94 

Monoenes 35.85 35.30 35.23 35.00 33.81 33.35 35.08 34.31 33.21 35.05 34.21 33.12 
C18:2
C18:3
C20:2
C20:4
C20:5
C22:2
C22:6

2.16 
1.49 
1.83 
1.32 
6.05 
0.51 

17.96 

2.11 
1.44 
1.68 
1.41 
5.97 
0.52 

17.25 

2.06 
1.35 
1.64 
1.47 
6.10 
0.59 

17.86 

2.05 
1.40 
1.61 
1.48 
6.01 
0.53 

17.98 

2.08 
1.41 
1.59 
1.54 
6.15 
0.52 

18.25 

2.06 
1.33 
1.50 
1.64 
6.06 
0.55 

19.74 

2.11 
1.41 
1.63 
1.50 
6.06 
0.54 

18.31 

2.11 
1.39 
1.58 
1.48 
6.02 
0.52 

17.96 

2.06 
1.35 
1.54 
1.59 
6.16 
0.51 

18.85 

2.14 
1.45 
1.65 
1.51 
5.96 
0.56 

17.75 

2.12 
1.38 
1.55 
1.46 
5.90 
0.51 

17.54 

2.09 
1.35 
1.57 
1.56 
6.20 
0.51 

18.71 
Polyenes 31.32 30.39 31.06 31.07 31.54 32.87 31.56 31.06 32.06 31.02 30.46 31.98 

UFA1)/SFA2)

PUFA3)/SFA
2.05 
0.95 

1.91 
0.89 

1.97 
0.92 

1.95 
0.92 

1.89 
0.91 

1.96 
0.97 

2.00 
0.95 

1.89 
0.90 

1.88 
0.92 

1.95 
0.91 

1.83 
0.86 

1.87 
0.92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UFA: unsaturated fatty acid. 2)SFA: saturated fatty acid. 3)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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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s of volatile basic nitrogen (VBN) in mackerel treated with garlic extract during at 4°C and 15°C for 15
days                                                                                               (Unit: mg%)

Days Control1) 2.5% 5% 7.5%
4°C 0

3
6
9

12
15

  9.80±1.22aF2)

 16.77±0.45aE

 21.00±1.05aD

 32.17±1.86aC

 36.40±1.00aB

 67.20±1.40aA

  9.80±0.60aF

 14.00±0.20bE

 19.63±0.55bD

 30.80±2.43abC 
 35.00±0.02aB

 55.33±0.64bA

  9.77±0.40aF

 14.03±0.56bE

 19.57±0.40bD

 28.00±0.04bC

 32.17±0.65bB

 47.57±1.09cA

  9.83±0.25aF

 12.57±1.00cE

 15.43±0.58cD

 22.40±1.13cC

 30.80±1.83bB

 41.27±0.30dA

15°C 0
3
6
9

12
15

  9.80±1.22aF

 28.00±0.26aE

 39.20±0.20aD

 72.80±0.20aC

115.47±0.64aB

152.60±0.72aA

  9.80±0.60aF

 26.60±0.34bE

 37.77±0.32bD

 70.04±0.32bC

110.60±0.60bB

148.40±0.20bA

  9.77±0.40aF

 25.63±0.34cE

 37.80±0.80bD

 68.60±0.65cC

109.20±0.40cB

147.00±0.34bcA

  9.83±0.25aF

 25.14±0.72cE

 36.40±0.40cD

 65.47±0.40dC

 99.43±0.47dB

145.60±1.63cA

1)Mackerel treated with 0, 2.5, 5, and 7.5% of garlic extract.
2)Mean±S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a row (a-d) and a column (A-F)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고등어육의 휘발성 염기질소의 변화

마늘 추출물을 0, 2.5%, 5%, 7.5% 첨가하여 4°C와 15°C 

저장 중 3일 간격으로 고등어육에서의 휘발성 염기질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등어육을 4°C에서 

저장 시 저장 초기에는 대조구를 포함한 추출물 처리구 모두 

신선한 편이었으나 저장하는 동안 대조구와 마늘 추출물 처

리구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 6일차에 휘발

성 염기질소 함량은 대조구가 21.00 mg%, 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고등어육에서 19.63~15.43 mg%를 나타내어 대조

구 대비 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고등어육에는 1.37~5.57 mg%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저장 9일차에는 대조구가 32.17 mg%, 

대조구 대비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1.37~9.77 mg% 적게 

나타나 감소하였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휘발성 염기

질소의 함량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저장 15일째에 대조구는 

67.20 mg%, 대조구 대비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11.87~ 

25.93 mg% 적은 함량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에서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저장 중 대조구에

서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마늘 추출물 첨가구의 경우 상승 

값은 낮았다. 15°C 저장실험에서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휘발

성 염기질소 함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4°C 저장 실험

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Song 등(25)은 휘발성 염기질

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5~10 mg%는 신선한 어육, 15~25 

mg%는 보통 선도의 어육, 30~40 mg%는 부패 초기의 어

육, 50 mg% 이상인 경우 부패가 심한 어육으로 판정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대조구의 경우 4°C 저장 중에는 저장 

9~12일째부터, 15°C 저장 실험에서는 저장 6일째 이후부

터 고등어의 부패 초기점인 30~40 mg%에 도달하였으나, 

마늘 추출물 첨가 시에는 휘발성 염기질소의 생성량이 대조

구에 비해 낮았다. 이상의 실험에서 4°C와 15°C 저장실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등어육의 휘발성 염기질소가 

지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Takahashi(26)가 대부분의 

어패류는 어획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휘발성 염기질소가 증

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Park(21)의 시판 유통 중인 생고등어와 간고등어의 품질평

가에 관한 연구에서 4°C 저장 중 휘발성 염기질소의 함량은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간고등어의 경우 저장 10일째에 부패 

초기점을 넘었다고 하였으며, Kim 등(20)은 고등어육을 4 

°C에서 저장하였을 때 고등어의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이 증

가하였으나 감태와 대황 에탄올 추출물 첨가에 의해 처리구

의 부패를 다소 지연시켜 선도 유지에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

다. 또한, Kwon(19)은 기능성 고등어 fillet 제조 및 저장 

중 품질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0°C와 4°C 저장 중 고등어의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이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상승하였

다고 하였으며, Nam 등(27)은 녹차 및 연잎 열수 추출물 

처리가 염장고등어의 저장 중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휘발성 염기질소는 저장 중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조구 대비 추출물 처리구는 다소 완만히 증가하였다고 하

였다.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고등어 저장 중 휘발성 염기질소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고등어육 내 인지질의 지질성분 산화 및 TMAO의 환원에 

의해 생성되는 TMA 등의 저급 염기성 물질과 세균의 증식

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암모니아질소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이상의 실험 결과 고등어육

의 선도 저하에 따른 휘발성 염기질소의 함량 증가는 일반세

균수의 증가와 함께 저장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지만 

본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의 첨가로 휘발성 염기질소의 생성

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고등어육에서의 히스타민 변화

고등어육에 마늘 추출물을 0, 2.5%, 5%, 7.5% 첨가하여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3일 간격으로 고등어육의 히

스타민 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C 

저장 중 저장 초기에는 대조구를 포함한 추출물 처리구 모두 

히스타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저장 3일차에 대조구에서 



마늘 추출물의 고등어육에서의 히스타민 생성 억제 963

Table 5. The changes of histamine contents in mackerel treated with garlic extract in storaging at 4°C and 15°C for 15 days 
(Unit: mg/kg) 

Days Control1) 2.5% 5% 7.5%
4°C 0

3
6
9

12
15

ND2)

  42.87±0.41E3)

  80.03±0.20aD

 129.00±0.20aC

 201.13±0.35aB

 507.83±0.55aA

ND
ND

 27.07±0.25bD

 51.17±0.11bC 
 80.50±1.38bB

196.30±0.17bA

ND
ND

  3.17±0.05cD

 15.10±0.10cC

 53.17±0.05cB

 77.20±0.40cA

ND
ND
ND
ND

 13.03±0.20dB

 51.43±0.49dA

15°C 0
3
6
9

12
15

ND
 152.10±0.10aE

 308.07±0.25aD

 774.33±0.23aC

 901.30±0.45aB

1,431.30±0.17aA

ND
105.20±0.52bE

267.97±0.15bD

360.83±0.72bC

553.23±0.15bB

704.07±0.23bA

ND
 83.17±0.05cE

206.00±0.17cD

304.33±0.23cC

452.10±0.43cB

556.03±0.20cA

ND
 28.10±0.10dE

137.07±0.23dD

221.63±1.62dC

304.93±0.37dB

469.00±0.26dA

1)Mackerel treated with 0, 2.5, 5, and 7.5% of garlic extract.
2)Not detected. 3)Mean±S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a row (a-d) and a column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2.87 mg/kg이 검출되었고 마늘 추출물 2.5%, 5%, 7.5% 

처리구는 히스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6일차에는 대조구 

80.03 mg/kg, 마늘 추출물 2.5%, 5% 처리된 고등어육에서 

각각 27.07, 3.17 mg/kg을 나타냈으나 7.5% 처리된 시료에

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히스타민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저장 12일차에는 대조구가 201.13 mg/ 

kg이었으며,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80.50~13.03 mg/kg을 

나타내었고, 저장 15일차에는 대조구의 히스타민 함량이 

507.83 mg/kg,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196.30~51.43 mg/ 

kg을 보여 마늘 추출물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히스타민의 

생성이 월등히 감소하여 억제 효과가 높았다. 15°C에서 저

장 시에도 저장 3일차에 대조구가 152.10 mg/kg이었으나 

마늘 추출물 처리구 모두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히스타민의 생성이 감소하였다. 특히 7.5% 첨가 시에 28.10 

mg/kg으로 가장 적게 검출되었다. 또한, 저장 15일에는 히

스타민이 지속해서 증가하여 대조구가 1,431.30 mg/kg이 

검출되어 가장 높았고, 마늘 추출물 처리구는 농도에 따라 

704.07~469.00 mg/kg이 검출되어 대조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상의 실험에서 15°C 저장에서도 4°C 저장 실험구

와 유사하게 히스타민 생성량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마늘 추

출물 처리가 히스타민 생성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hakila 등(8)이 clove, cinnamon, turmeric 

및 pepper와 같은 향신료를 고등어에 처리하여 저장하면서 

biogenic amine의 생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히스타민이 감

소함을 보여주었다고 하였고, Paramasivam 등(29)은 tur-

meric, ginger, garlic의 천연 향신료 추출물을 히스타민 생

성균인 Vibrio parahaemolyticus, Bacillus cereus, Pseu-

domonas aeruginosa와 Proteus mirabilis에 첨가하여 확

인해본 결과 5% 농도에서 성장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마늘 추출물이 히스타민 생성

의 근본 원인인 부패세균의 초기생육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향신료에 존재하고 있는 phenolic 화합물들이 그 효과를 나

타낸 것으로 생각된다(30).

Bartholomew 등(31)은 식품에서 히스타민 함량이 50 

mg/kg 이하이면 안전하고 50~200 mg/kg의 범위이면 독성

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200~1,000 mg/kg이면 독성을 

나타내고 1,000 mg/kg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4°C 냉장보관 중 3일차에 히스타민 함량

이 대조구가 42.87 mg/kg이 검출되었고 마늘 추출물 첨가 

시 저장 9일차까지 0~51.17 mg/kg 범위 내의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마늘 추출물이 고등어육에서 히스타민 생성을 

억제하여 안전성과 저장성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고등어육

의 히스타민 함량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온도에서 

히스타민이 적게 생성된 것으로 보아 저장온도 역시 히스타

민 생성 억제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 고등어육을 4°C와 15°C에서 저장하면서 마늘 

추출물을 2.5, 5.0, 7.5%를 첨가한 시험구와 대조구를 비교

하여 히스타민의 저감화 효과를 조사하였다. 일반세균수는 

저장 초기에 대조구와 추출물 처리구의 일반세균수는 비슷

하게 측정되었으나 저장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있어 

6일 경과 후 7.5% 첨가구는 대조구의 일반세균수 대비 1 

log cycle 정도 균이 억제되었다.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지

방산 조성의 변화는 4°C와 15°C에서 저장 중 eicosapen-

taenoic acid(EPA, C20:5)와 docosahexaenoic acid(DHA, 

C22:6)가 대조구에서 감소하였으나 마늘 추출물 첨가구에

서는 다소 상승하였다. 휘발성 염기질소는 4°C와 15°C 저장

실험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마

늘 추출물 첨가구의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이 낮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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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추출물의 첨가는 고등어의 부패지연에 효과가 있었다. 

히스타민 발생은 저장 초기에는 모든 실험구에서 히스타민

이 검출되지 않았고 4°C 저장 실험구의 경우 3일차에서 대

조구만 42.87 mg/kg 검출되었다. 15°C 저장 시에도 저장기

간이 경과할수록 지속해서 히스타민이 증가하였으나 마늘 

추출물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히스타민 생성억제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등어의 저장성 연장에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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