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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처리 시간과 pH 변화에 의한 마늘의 이취성분 저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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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H (1.8-10.2) and time (56 sec-15 min 4 sec) at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on the reduction
of volatile compounds in garlic were studied. Volatile components of garlic were obtained from the headspace, analyzed,
and identified by gas chromatography (GC)-mass spectrometry and an electronic nose. Nineteen sulfur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major compounds in garlic, and furan, aldehydes, alcohols, and ketones were also detected. Off-flavor
compounds were more effectively reduced under strong acidic conditions. As the residence time at 500 MPa increased
from 56 sec to 15 min 4 sec, the total amount of volatile compounds decreased significantly. The total amount of sulfur
compounds decreased about 70% compared to those of raw garlic when the garlic was soaked in buffer (pH 6.0) and
treated at 500 MPa for 15 min 4 sec.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owed that the off-flavors of garlic were reduced
by the operating time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as well as pH treatmen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results
between GC and the electronic nose analysis was 0.9620. Therefore, pH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ment could be
used as an efficient method for reducing of garlic off-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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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liaceae) 파속(Alliium)에 속

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김치, 피클, 스튜 등 다양한 음식에 향신

료로써 널리 이용되어 왔다(1). 마늘은 항산화성(2,3), 항균성(4-7),

항암성(8,9), 항당뇨효과(10), 항고혈압(11-13), 항혈전성(14-16), 항

동맥경화(17-19)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리적 활

성은 마늘의 함황화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5,7,9). 마늘

조직이 파괴될 때 마늘 중의 alliin은 alliinase에 의하여 allicin과

pyruvic acid로 분해되고 allicin은 다시 diallyl thiosulfonate와

diallyl disulfide로 분해되어 이들이 pyruvic acid와 서로 작용하여

저급 황화합물 및 carbonyl 화합물을 생성한다(20,21). 그러나 마

늘의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진 이러한 휘발성 함황화합물은 자극

성이 강한 매운 냄새 및 맛 성분을 형성하여 섭취 후 오랫동안

구취 또는 체취로 남아 불쾌감을 야기시키고 사회생활상 난점으

로 취급되어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제한

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취 제거 혹은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이취가 억제된 마늘소재 개발 연구가 진행

되어야 될 것이며, 이는 마늘 소비 활성 및 식품을 비롯한 다양

한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금까지 마늘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마늘이 지닌 다

양한 생리작용에 국한되어왔고 마늘의 냄새성분억제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마늘의 이취제거를 위한 기초 연구로 Jeon

등(22)은 가열처리 및 허브첨가를 하여 무취마늘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Shin 등(23)은 마늘을 고온처리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 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Kim 등(24)은 다양한 열처리 방

법에 따른 마늘의 향기성분 변화, Yu 등(25)은 pH에 의한 마늘

향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Sohn 등(26) 및 Kwon 등(27)은 (초)

고압처리에 의한 alliinase 불활성화가 마늘의 풍미에 미치는 영

향과 이화학적 특성변화를 각각 연구하였다.

초고압처리는 최근에 식품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비가열 가공

처리방법중의 하나로 균일한 압력을 식품에 전달하여 상온에 가

까운 온도에서 미생물 살균, 효소 불활성화, 단백질 변성 및 젤

형성 등의 작용을 한다. 특히 이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

에 화학적인 큰 변화 없이 식품고유의 풍미, 영양성분 및 신선감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공기술로 평가되고 있다(26,28,29).

그러나 마늘에 (초)고압처리 기술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는 전자

공여능, 총페놀함량과 같은 이화학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어왔고,

또한 향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전체적으로 마늘향이 감소 된 것

을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기인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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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의 한계로 여겨지며, 따라서 초고압처리에 의한 보다 구체

적인 향 특히 이취성분의 감소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초고압처리와 더불어 pH변화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한 hurdle technology를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이취성분의

감소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향기성분의 측정방법으로는 주관적인 방법인 관능검사법과 객

관적인 방법인 기계적 측정법이 있다(30). 관능검사법은 훈련이

잘 된 관능검사 패널을 활용할 경우 많은 훈련을 통하여 재현성

이 높은 결과를 얻거나 향의 배합의 차이를 감지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식품에 대한 개인의 기호도

차이, 식별능력의 차이, 표현방법의 차이 등에 의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31).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 등에 의한 기기분석 방법은 측정자의 심리

상태나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향에 관여하는 여러 성분

의 종류와 농도를 밝힐 수 있어 화학적으로 의미 있는 절대 값

을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처리 방법으로 향 추출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하며, 합당한 컬럼의 선택과 분리조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 성분의 피크 면적이 크다고 해서 그 향

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주관적인

방법인 사람의 관능검사와 객관적인 기계적 분석방법인 GC를 병

행하여 실시하는 GC Olfactometry의 방법은 실제적으로 어떤 성

분이 그 물질의 지배적인 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GC와 마

찬가지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냄새표현에 대한 경험과 식별능

력을 가진 숙련된 작업자가 요구되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코를 이용

한 분석은 비파괴적인 분석 방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휘발성

분의 패턴을 분석 할 수 있다. GC-MS가 향기 성분을 하나씩 분

리 동정하는데 반하여 전자코는 시료 전체의 향을 감지하는 특

성 가지고 있어 식품류의 품질평가 및 관리, 숙성 평가 등에 널

리 활용되어 왔다(32-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취가 제거된 혹은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이취가 억제된 마늘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

하여 마늘 소비 활성 및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제

품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가열

가공처리방법인 초고압처리의 조건(처리시간) 및 침지액의 pH를

달리하여 마늘의 이취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GC-MS 및 전자

코를 이용하여 이취의 저감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마늘은 2009년 의성(경상북도, 대한민국)에

서 생산된 신선한 통마늘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표준물질로

allyl sulfide, diallyl disulfide, dimethyl disulfide, ammonia, ace-

taldehyde, ethanol, 2-butenal(Sigma. St. Louis MO, USA)을 사용

하였다.

마늘이취감소 조건 최적화

마늘 향 저감화의 최적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Design-Expert 7.

(Stat-Ease, Inc., 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

응 표면 분석법(RSM)을 사용하였다. 요인 변수는 초고압 처리

시간 및 마늘침지액 pH로 설정하였으며, 각 실험군은 central

composition 방법으로 −1.414, −1, 0, +1, +1.414점을 부호화 하

여 처리시간은 8분을 기준으로 하여 56초, 3분, 8분, 13분, 15분

4초, pH는 6을 기준으로 하여 1.8, 3, 6, 9, 10.2의 범위로 선정

하였다.

시료제조

통마늘의 외피를 상처가 나지 않게(세포조직이 손상되지 않게)

완전히 박피한 다음, 부드러운 휴지로 깨끗이 닦은 후 각각의 완

충용액 (pH 1.8-10.2)이 들어있는 polyethylene bag에 담아 예비실

험결과 조직감에 변화를 주지 않았던 90분간 침지시킨 다음, 진

공밀봉한 후 초고압장치(QFP 35L-600, Avure Technologies Inc.,

South Kent, WA, USA)를 이용 500 MPa의 압력으로 초고압처리

(56초-15분 4초) 하였다. 초고압처리가 끝난 시료는 각 실험분석

전까지 초저온냉동(−70oC) 보관하였으며 분석 전 전기믹서로 마

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자코에 의한 분석

각각의 시료 2 g을 10 mL vial에 넣은 다음 60oC에서 20분간

330 rpm으로 교반한 후 headspace 2500 µL를 주입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130oC이었으며 질소가스를 분당 230 mL의 유속으로 흘려

보냈다. 데이터 수집시간은 8분이었으며 시료사이와 분석 후 purge

는 3분을 유지하였다. Syringe purge는 3초를 유지하였으며, 시료

는 자동시료채취기가 연결된 전자코(SMart Nose300, SMart Nose,

Marin-Epagnier, Switzerland)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전자코

는 질량분석기(Quadrupole Mass Spectrometer, Balzers Instru-

ments, Marin-Epagnier, Switzerland)가 연결되어 있으며 휘발성 물

질들은 70 eV에서 이온화시켜 180초 동안 생성된 이온물질을 사

중극자(quadrupole)질량 필터를 거친 후 특정 질량 범위(10-200

amu)에 속하는 물질을 정수단위로 측정하여 channel수로 사용하

였다. 실험 분석 초기에 공기 시료를 대조구로 사용하였으며 각

각의 시료는 4회 반복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각기 다른 channel의 intensity는 matrix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이

온화되어 얻어진 분자들 중 가장 차별성을 높게 표현하는 분자

량(m/z)을 갖는 variables 그룹을 20-30개 선정하여 PCA(주성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Mart Nose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였다.

향기성분 분석 및 동정

각각의 시료 3 g을 20 mL vial에 넣은 다음 60oC에서 20분간

330 rpm으로 교반하여 향을 발생시킨 후 headspace법으로 포집한

향기성분 2500 µL을 DB-5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60 m×

0.32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Agilent J&W Scientific,

Palo Alto, CA, USA)을 사용하여 GC(Shimadzu GC 2010, Shimadzu,

Kyoto, Japan)로 분석하였다. 이때 flame ionization detector(FID)를

검출기로 사용하였다. Injector와 detector 온도는 각각 220, 250oC

로 설정하였고 오븐 온도는 35oC에서 3분간 유지한 후 분당 1.5oC

씩 150oC까지 상승시켰고 다시 분당 7oC씩 240oC까지 상승시켜

10분간 유지하였다. 운반기체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였고 분당 유

속은 1 mL이었다. GC분석에 의하여 분리된 각 peak 성분의 동

정은 GC-MS(Agilent Technology 5975 MSD, Agilent, Palo

Alto, CA, USA)에 의한 mass spectrum을 토대로 하여 컴퓨터에

수록된 Wiley library database(Wiley 7n library)와 비교하여 동정

하였고, 표준물질은 시료의 분석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GC에 주

입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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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향기성분은 미량이고 저분자 화합물이므로 쉽게 휘발하며 추

출 중에 효소 작용 및 열에 의하여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향기

성분의 분석에서 향기성분의 추출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향기

성분의 추출방법으로는 증류에 의한 방법, 용매 또는 흡착제를

이용한 추출법등이 있다(35). 본 실험에서는 가열에 의한 향기성

분이 손실 또는 변향 될 가능성이 있는 마늘의 향기성분을 분석

하기 위하여 headspace법을 이용하여 향기성분을 추출 분석하였다.

pH 변화에 의한 마늘 이취억제 효과

먼저, 침지액의 pH 변화만에 의한 이취의 감소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5가지 완충용액(pH 1.8, 3, 6, 9, 10.2)에 90분간 침지

시킨 마늘을 GC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강

산성인 pH 1.8 용액에 침지시킨 마늘시료의 peak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pH가 증가함에 따라 peak 값도 증가를 하

여 pH 6 혹은 pH 9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강알칼리

로 진행됨에 따라 그 값이 다시 감소하였다. 함황화합물 중에 마

늘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화합물인 diallyl disulfide의 양을 기준

으로 마늘의 대표적 함황화합물의 area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도 증

가를 하지만 pH가 10.2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Yu 등(25,36)은 수증기증류법으로 추출하여 마늘의 향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diallyl disulfide, dialllyl sulfide, methyl allyl disul-

fide, methyl allyl sulfide가 pH 9에서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보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용매추출을 하여 마늘

의 향기 성분을 분석한 Yu 등(37)은 pH가 증가할수록 diallyl

disulfide, diallyl sulfide의 값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향

기추출 방법과 마늘의 품종 및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

진다. 같은 마늘이라도 산지에 따라 마늘 내에 존재하는 화합물

의 양은 다르며, 열처리에 의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거나 기존

의 물질은 감소되어진다(38). 또한 저장 중에도 마늘의 향기성분

은 증감을 한다(39). 따라서 향 연구 시에 마늘의 품종, 산지 및

저장상태 등의 상황이 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Mazelis와 Crews(21)은 allinase의 최적 활성 pH가 6.5라고

보고하였지만 각 화합물이 생성되는 최적의 pH는 약간씩 달랐

다. 본 실험에서 강산과 강알카리 조건이 향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lliinase의 불활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코에 의한 마늘 이취성분 저감화 효과

Hurdle technology를 적용하여 초고압처리를 한 마늘의 이취 저

감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코로 분석한 후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제 1주성분의 기여율은 98.39%였

고, 제 2주성분의 기여율은 1.19%로, 제 1주성분이 높은 값을 나

타내어 자료전체를 대표하는 정보로써의 가치가 크나 제 2주성

분의 변화는 제 1주성분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

았다. 무처리구(대조구)의 경우 그래프의 오른쪽에 치우쳐있으며

공기시료는 왼쪽에 위치해있는데, 이는 양의 값을 나타낼수록 향

의 강도가 높으며 음의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향이 감소함을 의

미한다. pH를 달리하여 초고압처리를 한 시료 모두 대조구에 비

하여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향이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 Effects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on the

changes of the volatile compounds of garlic steeped at different
pH buffer.

Table 1. Volatile compounds produced from garlic steeped at different pH buffer

Compounds
Relative peak area (%)1)

A2) B C D E

Allyl 1-propenyl disulfide 9.34 9.74 10.40 10.71 10.61

Diallyl disulfide 62.38 85.18 91.34 10000. 82.72

Diallyl sulfide 2.20 3.52 3.43 4.84 3.09

Dimethyl disulfide 0.08 0.07 0.13 0.11 0.10

3,4-Dimethyl thiophene 1.56 1.49 1.74 2.06 1.63

Dimethyl trisulfide 0.17 0.18 0.19 0.22 0.19

1,3-Dithiane 0.80 0.94 1.01 1.26 0.99

4-Mercapto-3-(methylthio)- crotonic acid 36.33 43.25 47.98 51.47 44.62

Methyl allyl disulfide 10.78 16.11 17.25 23.86 14.70

Methyl allyl sulfide 1.03 1.62 1.65 2.86 1.45

Methyl allyl trisulfide 3.89 3.78 4.05 4.27 4.08

Methyl-trans-propenyl disulfide 2.50 3.23 3.54 4.40 3.18

Propyl-trans-propenyl disulfide 0.08 0.08 0.09 0.10 0.08

1)Relative peak area was calculated by dividing the area of diallyl disulfide at pH 9.
2)A, Garlic steeped at pH 1.8 buffer; B, Garlic steeped at pH 3 buffer; C, Garlic steeped at pH 6 buffer; D, Garlic steeped at pH 9 buffer; E,
Garlic steeped at pH 10.2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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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Fig. 1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마늘 향은 뚜렷하게 감소되어 시료의 제 1주성분 값

은 양에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초고압처리로 인한

alliinase 효소의 불활성화 인해 alliin으로부터 allicin으로의 전환

이 불가하여 생긴 결과로 여겨진다. Sohn 등(4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lliinase 효소액에 300 MPa 압력을 10분간 처리하였을 경

우 효소활성이 80% 감소되었으며 시간이 증가하여도 추가적인

활성저하는 나타나지 않았고, 500 MPa에서는 5분 만에 효소가 완

전히 불활성화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향기성분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부에 노출

된 조효소액상태보다는 마늘 내부에 존재하는 상태의 효소가 압

력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여 효소활성을 계속유지하기 때문이

거나, 또는 alliinase 효소 외에 다른 영향으로 형성된 향기성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지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험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pH 값이 감소할수록 전반적으로 제 1주성분 값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즉, pH 3과 pH 9 침지용액에 처리한 시료

를 비교하면 3분과 13분 초고압처리 한 시료 모두 pH 9보다 pH

3인 용액에 침지한 시료의 제 1주성분 값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

다. 이는 마늘을 초고압처리 시, 침지용액의 pH가 alliinase의 최

적활성 pH인 6(21)을 기준으로 볼때, pH 9보다는 pH 3이 마늘

이취의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8분간 초

고압처리한 시료의 pH 효과를 비교하면 강산성인 pH 1.8 용액

에 침지한 시료의 경우 제 1주성분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어

이취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알칼리인 pH 10.2 침지용액 또한

pH 6 침지용액을 사용한 시료보다 제 1주성분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등

(25)은 마늘을 pH 완충용액에 넣은 후 Likens-Nickerson 장치를

이용하여 향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pH 2 용액을 사용한 마늘

의 향기성분이 가장 적었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향기성분도

점점 증가하여 pH 9 용액의 시료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나

pH 10 용액을 사용한 시료의 향은 다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3은 Fig. 2의 PC 1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무처리구

의 PC 1값은 8.12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56초 초고

압처리한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험구의 PC 1값은 음의 값을 보

인다. 같은 pH 완충 용액을 사용한 시험구에서는 초고압처리 시

간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늘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함황화합물은 diallyl disulfide이

며 이 물질의 주요 ion fragment는 41 amu이다. 따라서 41 amu에

서의 값은 마늘 시료의 dially disulfide의 양을 대표할 수 있다.

Fig. 4는 pH와 초고압 처리한 시료의 dially disulfide의 주요 ion

fragment인 41 amu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무처리구의 41 amu 값

은 2.5680×10−9로 다른 시험구의 4.3010×10−10-1.0743×10−9에 비하

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압력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41 amu

값은 감소하여 15분 4초 동안 압력처리한 시료의 경우 4.5298×

10−1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8분 초고압처리한 시

료의 경우 pH 6 완충용액에 침지한 시료와 비교 시, pH 10.2보

다 pH 1.8인 용액에 침지한 시료의 41 amu 값이 유의적으로 낮

게나와 Fig. 2, 3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3분과 13분 초고압처

리한 시료에서는 pH 3과 pH 9 용액에 침지한 시료들간의 41

amu 값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Fig. 3에서는 PC1 값

Fig. 2. Zooming of Fig. 1. Effects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on the changes of the volatile compounds of garlic steeped at
different pH buffer.

Fig. 4. Changes in response at 41 amu by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and steeping at different pH buffer.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f) for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 3. Changes in PC 1 score of garlic by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and steeping at different pH buffer.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f) for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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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1 amu가 주요 ion

fragment인 diallyl disulfide가 마늘의 주요향기 성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화합물들도 마늘의 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생각되어진다.

GC에 의한 마늘 향의 저감화 효과 분석

시료의 GC 분석결과 Fig. 5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분

리된 peak의 향기성분 확인을 위하여 표준물질이 있는 것은 표

준물질을 GC에 주입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밖의 것은 library data

를 이용하여 동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sulfide 화합물류 19종, alcohol류 2종 aldehyde류

8종, furan 및 그 유도체류 1종, hydrocarbon류 1종, ketone류 1종

이 분리 동정되었다. Sulfide 화합물은 마늘의 주요향기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methyl all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diallyl

sulfide, 3,4-dimethyl thiophene, methyl allyl disulfide, 1,3-

dithiane, methyl-trans-propenyl-disulfide, dimethyl trisulfide, diallyl

Fig. 5. GC-FID chromatogram of volatile compounds of garlic. A: Control; B: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 (pH
6) for 8 min; C: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 (pH 9) for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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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volatile compounds by high hydrostatic pressure (500 MPa) and steeping at different pH buffer

(Unit: Area count/10000)

Peak 
No.

Compound A1) B C D E F G H I J

1 Acetaldehyde 464.11 88.26 45.06 43.77 55.88 46.22 58.62 47.54 49.19 48.41

2 Ethanol 181.99 122.40 210.84 143.04 127.37 212.71 207.45 220.92 172.58 122.82

3 Propanal 78.83 107.47 127.97 82.17 83.73 104.03 120.61 122.97 97.95 69.71

4 2-Propen-1-ol 19.84 26.62 15.31 12.94 17.99 13.85 19.81 14.28 15.28 13.05

5 Butanal 14.67 8.08 3.64 2.90 4.43 2.58 3.96 2.86 3.35 2.97

6 Unknown 2.09 3.02 1.67 1.21 1.72 1.42 1.73 1.35 1.35 1.28

7 Unknown 2.69 3.85 2.16 2.31 2.34 2.40 2.70 1.97 1.89 1.74

8 2-Butenal 82.93 13.34 0.25 0.18 0.66 0.15 0.82 0.20 0.17 0.16

9 Methyl allyl sulfide 10.89 8.76 3.37 3.57 5.03 3.89 4.99 4.28 3.10 4.20

10 Unknown 0.43 0.74 1.17 1.41 1.35 1.44 1.12 1.29 1.73 1.78

11 Dimethyl disulfide 10.61 10.97 1.92 0.82 4.68 1.36 3.59 1.29 1.28 1.01

12 2,4-Dimethyl furan 3.6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 5-Hexen-2-one 4.13 6.43 3.58 3.94 5.86 3.63 5.63 3.90 4.70 4.21

14 5-Hexenal 0.84 0.54 0.27 0.25 0.33 0.26 0.39 0.32 0.18 0.25

15 Hexanal 5.75 30.21 20.52 25.45 30.39 25.81 32.13 29.40 21.26 32.61

16 2-Ethyl-2-butenal 1.2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 2-Methyl-2-pentenal 0.00 0.42 0.65 0.88 0.97 0.70 0.56 0.57 1.11 1.00

18 3,4-Dimethyl-1,5-cyclooctadiene 1.71 0.53 0.07 0.05 0.23 0.07 0.17 0.09 0.00 0.00

19 Diallyl sulfide 9.55 14.28 5.11 4.97 8.84 4.83 7.38 5.73 5.36 5.32

20 Unknown 0.22 0.45 0.17 0.14 0.28 0.18 0.24 0.21 0.18 0.19

21 3,4-Dimethyl thiophene 4.62 2.90 1.36 1.36 2.18 1.45 2.02 1.91 1.50 1.62

22 2,4-Hexadienal 0.2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 Methyl allyl disulfide 42.34 14.18 3.20 3.09 6.15 3.79 6.14 4.53 3.09 4.05

24 1,3-Dithiane 2.23 1.77 0.29 0.25 0.67 0.30 0.64 0.37 0.26 0.30

25 Methyl-trans-propenyl disulfide 7.73 4.14 1.23 1.19 2.04 1.46 1.98 1.77 1.16 1.51

26 Unknown 0.73 2.69 1.02 0.66 1.33 0.51 1.03 0.66 0.75 0.56

27 Dimethyl trisulfide 0.41 0.57 0.00 0.00 0.13 0.00 0.14 0.00 0.00 0.00

28 Diallyl disulfide 206.50 125.74 52.54 45.77 77.34 47.14 77.79 39.82 44.76 48.58

29 Allyl 1-propenyl disulfide 20.84 22.21 8.36 7.88 14.50 7.93 12.63 9.84 8.05 8.16

30 4-mercapto-3-(methylthio)-crotonic acid 89.06 58.00 25.04 24.54 40.17 26.51 37.86 35.86 24.76 27.95

31 Propyl-trans-propenyl disulfide 0.28 0.14 0.00 0.00 0.05 0.00 0.08 0.06 0.00 0.00

32 Unknown 0.32 0.18 0.00 0.05 0.11 0.05 0.10 0.10 0.03 0.03

33 Unknown 0.25 0.24 0.08 0.11 0.19 0.14 0.20 0.19 0.17 0.17

34 Methyl allyl trisulfide 7.74 13.15 2.78 2.24 5.03 2.17 4.85 2.30 2.38 2.10

35 Unknown 0.47 0.37 0.16 0.20 0.29 0.21 0.31 0.29 0.24 0.25

36 3,4-Dihydro-3-vinyl-1,2- dithiane 3.86 4.39 1.33 1.43 2.85 1.13 2.62 1.34 1.91 1.41

37 3-Vinyl-1,2-dithiocyclohex-5-ene 0.32 0.41 0.12 0.12 0.22 0.08 0.20 0.09 0.16 0.09

38 Unknown 0.56 0.46 0.07 0.16 0.17 0.15 0.24 0.07 0.37 0.07

39 2-Vinyl-[4H]-1,3-dithiane 9.27 9.69 3.91 3.98 7.35 3.28 6.72 3.89 5.08 4.15

40 Unknown 0.12 0.18 0.20 0.17 0.13 0.09 0.13 0.12 0.11 0.06

41 Diallyl trisulfide 24.28 40.61 15.79 15.42 27.43 14.03 24.82 15.03 18.62 15.43

42 Isobuthyl isothiocyanate 0.26 0.39 0.14 0.15 0.25 0.14 0.24 0.15 0.19 0.16

43 Unknown 6.03 6.66 3.10 3.19 4.94 3.06 4.72 3.13 4.31 3.46

44 Diallyl tetrasulfide 0.48 0.96 1.10 0.91 0.71 0.59 0.57 0.59 0.53 0.53

Total 1325.1 756.38 565.55 442.88 546.30 539.78 657.93 581.26 499.10 431.37

1)A: Control
B: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6) for 56 sec
C: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6) for 8 mim
D: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3) for 13 min
E: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3) for 3 min
F: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9) for 13 min
G: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9) for 3 min
H: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10.2) for 8 min
I: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1.8) for 8 min
J: Garlic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at 500 MPa(pH 6) for 15 min 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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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ulfide, C6H10S2, 4-mercapto-3-(methylthio)-crotonic acid, propyl-

trans-propenyl disulfide, methyl allyl trisulfide, 3,4-dihydro-3-

vinyl-1,2-dithiane, 3-vinyl-1,2-dithiocyclohex-5-ene, 2-vinyl-[4H]-

1,3-dithiane, diallyl trisulfide, isobuthyl isothiocyanate, diallyl tet-

rasulfide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이중 dimethyl trisulfide와 propyl-

trans-propenyl disulfide를 제외한 17종류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

었고 시료에 따라 양의 차이는 있었다. 대조구인 생마늘과 비교

하여 pH 6의 완충용액에 침지한 후 15분 4초간 초고압처리한 시

료의 sulfide 화합물의 양은 약 70% 정도 감소하였다. 함황화합

물 중 dially disulfide는 모든 시험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Shin 등(41)은 purge and trap 방법을, Baek 등(42)은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를 이용하여 마늘의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

과 마늘 내에 dially disulfide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6은 GC 분석의 total peak

area 값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코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pH 완충용액에 침지시킨 시료의 경우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일한 시간동안 초

고압처리를 한 시료에서는 pH 6 용액에 침지한 시료와 비교시,

pH 10.2보다 pH 1.8인 용액에 침지한 시료의 area 값이 낮게 나

왔다.

전자코와 GC 분석결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S를 바

탕으로 한 전자코 분석결과의 PC1 값과 GC 분석의 전체 peak

area 값을 비교한 결과 PC1값=0.1095×(total peak area×105)−

6.9477의 관계식이 형성되었다(Fig. 7). 전반적으로 PC1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total peak area 값도 증가하였다. 본 식의 R2 값은

0.9620로 높게 나타나 두 실험의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이를 통

해 GC 및 전자코를 이용하여 마늘이취 저감화 정도의 측정이 가

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실험은 초고압처리시간과 침지용액의 pH 조건에 따른 마늘

이취의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마늘의 이취제거를 위

한 침지용액의 pH는 10.2보다 1.8이 이취 저감화에 더 효과적이

었으며, 또한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마늘 이취가 감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취가 제거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기

능성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마늘

의 신수요 창출 및 이를 통한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

였으며, 향후 이취성분이 제거된 마늘의 생리활성 변화 및 활용

성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마늘의 사용 확대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기능성 소재 및 제

품을 개발하고자 마늘의 독특한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지액의

pH와 초고압처리시간을 달리하여 실험하였으며, 마늘향의 변화

를 GC와 전자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90분간 완충용

액(pH 1.8-10.2)에 침지 시킨 뒤 500 MPa의 압력으로 56초-15분

4초 초고압처리를 하였다. GC 분석 결과 19개의 함황화합물이

분리 동정되었고 알데하이드, 알콜, 퓨란, 탄화수소, 케톤류 역시

검출되었다. 전자코 분석으로 얻은 데이터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초고압처리한 시료 모두 대조구에 비하여 이취가 많이

감소하였고,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마늘의 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강산성 및 강알카리 조건에서도 마늘의 향은 감소하

였다. pH는 마늘 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강산의 경

우 마늘향의 저감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초고압처리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총 sulfide 화합물의 양이 감소하였고 pH 6의 용액에

침지 후 15분 4초간 초고압처리한 시료의 경우 생마늘에 비하여

향이 약 70% 감소하였다. 전자코와 GC-MS 결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R2 값이 0.9620로 나타나 두 실험결과가 유사함을 입증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침지액의 pH와 초고압처리시간의

조절로 마늘 이취의 저감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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