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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obtaining the optimal curing conditions for black garlic extract (BGE) added mackerel by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The condition of RSM was included in 13 experimental points using two dependent variables: 

concentration of BGE (2.6～12.5 brix, X1) and curing time of BGE (17.58～102.42 min, X2). An assessment was conducted with four 

replicates o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volatile basic amine (VBN, Y1), thiobarbituric acid (TBA, Y2), and shear force (Y3). The minimum 

content of VBN was 1.625 mg% at 3.17 brix, for 80.5 min. This was obtained when the BGE concentration was lower and the curing time 

was longer. The content of the TBA was 3.13～12.24 MA mg/kg at experiment range and the stationary point was at saddle point. Therefore, 

by using ridge analysis, the minimum point of TBA was 2.414 MA mg/kg at 3.5 brix for 84.4 min. The truth coefficient of the BGE 

concentration and curing time were 2.9 brix and 75.1 min, respectively, with a shear force (120.764 cm/kg2) shown at maximum point. The 

optimum Hunter color range was estimated from the lowest TBA value. The optimum range of the L color was 39.16～40.26, a and b color 

were 4.40～4.88 and 12.35～13.2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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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등어(Mackerel; Scomber japonicus)는 정어리, 전갱이, 

꽁치와 함께 4대 등 푸른 생선으로 우리나라 해역은 물론 

전세계의 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서 연안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대륙붕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Hong JY 등 2005, 

Moon SK 등 2009).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국민 식탁의 대

표적인 생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EPA(e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hexaenoic acid) 등의 고도 불포화 지방

산과 곡류 제한아미노산인 lysine, threonine, taurine 및 핵산 

등의 미량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

한 수산 자원이다(Lee JS 등 1994). 그러나 고등어는 일시적

으로 대량 어획되므로, 일정한 시간 내에 전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육질이 연화됨으로써 자가소

화 및 오염 미생물에 의해 변질과 더불어 EPA 및 DHA와 

같은 고도불포화 지방산이 쉽게 산화되어 비린내를 야기하

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hin SR 등 2006, Jung BM 등 

2004). 

따라서 일부만이 선어로 이용되고 남는 양은 염장품으로 

가공되는데 가공품으로는 통조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Shin 

SU 등 2004), 최근에는 고등어자반으로 가공되어 날로 그 

생산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Hong JY 등 2005). 한편

으로 자반고등어는 제조시 선도유지를 위하여 다량의 식염

이 사용됨에 따라 건강지향적인 현대인으로부터 외면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하여 저농

도 염장 고등어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선행하여 낮은 식

염농도에 따른 부패의 방지, 비린내와 산패취의 제어, 지질

성분의 산화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품질저하

를 억제하기 위해 질소, 탄산가스치환포장 또는 진공포장과 

같이 물리적으로 산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과 산화방

지제 및 합성보존료를 첨가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

품의 조직감이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첨가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한 제품의 개

발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Ha JH 등 2007). 이와 관련한 

연구로 고등어 절임시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를 활용하는 방

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Jung BM(2004)은 유자 착즙액과 자숙

액을 고등어 염장에 이용하였고, Yoon KY 등(2007)이 초피, 

감잎, 곽향 추출물을 간고등어 제조에 이용하였다. Lee YK

와 Lee HS(1990)는 양파와 생강즙을 처리함으로서 냉동 고

등어의 선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Shin SR 등(2006)은 키

토산, 올리고당, 녹차, 허브, 생강 추출물 및 이들의 혼합물

을 저염 고등어 fillet 제조에 이용하여 산화가 억제됨을 확

인하였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열처리하여 가공하는 동안 생마늘의 

불안정하고 냄새나는 성분들이 보다 안정하고 냄새가 없는 

수용성 물질로 변화하여 S-allylcysteine(SAC), 

S-allylmercapto-cysteine(SAMC), tetrahydro-β-carboliner과 같

은 유기 황화합물과(Nagae S 등 1994), diallyl sulfide(DAS), 

trially sulfide, diallyl disulfide(DADS), diallyl polysulfides 등

의 지용성 물질이 함유하게 된다(Awazu S와 Horie T 1997, 

Amagase H 등 2001). 또, 폴리페놀류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

량이 증가하여 이러한 성분들에 의해 일반적인 생마늘보다 

월등히 항산화력이 상승하며, 암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동

맥경화 개선, 심장질환의 예방 효과 등의 생리활성을 지니

고 있다(Shin JH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을 간고등어 제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등어의 산화를 억제하고, 주요 품질지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흑마늘 추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최적

의 농도와 절임시간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을 위한 고등어는 부산 인근 남해안에서 어획된 체장 

25~30 cm의 신선한 고등어를 빙장한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

한 후 두부를 절단한 다음 등뼈를 중심으로 3장 뜨기 하여 

육편만으로 fillet을 제조하였다. 고등어 fillet은 혈액과 이물

질의 제거를 위하여 가볍게 수세한 후 껍질부를 위로 향하

게 담아 1시간 동안 자연 상태에서 탈수하여 시료로 사용하

였다. 

흑마늘과 추출은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흑마늘은 통

마늘을 항온항습기(JSRH-500, JSR, Korea)에서 80~90℃에서 

72시간, 70℃에서 5일간 후 숙성 및 건조과정을 거친 후 5

일간 자연건조 제조하였다. 흑마늘 추출물은 껍질을 제거한 

흑마늘 1 kg에 물 10 L를 가하여 추출기(Cosmos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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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No
1)

Salted condition
VBN

(mg%)

TBA

(MA mg/kg)
Shear force

Hunter’s color value

Concentration 

(Brix)

Time

(min)
L a b

1 7.5 (0) 60 (0) 1.75±0.01
bc

5.79±0.45
c

101.36±2.25
b

36.63±2.21
b

5.22±0.42
e

13.56±0.27
b

2 7.5 (0) 60 (0) 1.74±0.04
bc

5.70±0.19
c

101.23±4.47
b

36.92±3.74
b

5.29±0.24
e

13.38±0.18
b

3 7.5 (0) 60 (0) 1.76±0.02
c

5.78±0.28
c

100.85±2.13
b

36.02±1.86
ab

5.24±0.44
e

13.93±0.19
bc

4 7.5 (0) 60 (0) 1.76±0.03
c

5.64±0.44
c

101.33±3.97
b

36.86±1.69
b

5.30±0.39
e

13.93±0.19
bc

5 7.5 (0) 60 (0) 1.77±0.08
c

5.38±0.48
c

101.84±5.29
b

36.75±0.54
b

5.27±0.45
e

13.48±0.50
b

6 11.0 (1) 90 (1) 1.87±0.13
d

12.24±0.28
g

102.12±4.95
b

34.51±1.65
ab

9.76±0.20
g

15.09±0.97
d

7 11.0 (1) 30 (-1) 1.49±0.01
a

7.66±0.24
de

101.87±2.74
b

35.18±1.38
ab

7.58±0.22
f

14.46±0.28
cd

8 4.0 (-1) 30 (-1) 1.68±0.01
b

7.96±0.82
e

102.78±3.75
b

41.22±2.63
cd

3.34±0.25
b

11.69±0.11
a

9 4.0 (-1) 90 (1) 1.68±0.01
b

3.81±0.53
b

121.00±14.12
d

41.22±0.91
cd

4.68±0.18
d

12.05±0.57
a

10 12.5 (1.414) 60 (0) 1.85±0.03
d

9.80±0.09
f

120.61±10.23
c

33.40±1.02
a

15.70±0.47
i

16.43±1.15
e

11 2.6 (-1.414) 60 (0) 1.68±0.01
b

3.13±0.17
a

109.40±7.26
c

43.18±1.74
d

2.36±0.33
a

11.85±0.60
a

12 7.5 (0) 102.42 (1.414) 1.77±0.01
c

5.64±0.17
c

104.30±2.34
b

35.55±0.77
ab

14.07±0.19
h

15.96±0.30
e

13 7.5 (0) 17.58 (-1.414) 1.87±0.03
d

7.18±0.73
d

79.93±5.82
ab

40.06±1.10
c

4.00±0.65
c

12.39±0.17
a

a~i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1. Experimental data on VBN, TBA, shear force and color value of different salted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Kyungseo Co. Korea)로 80℃에서 5시간 추출한 후 60 brix

로 농축한 것을 정제수를 가해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2. 시료의 제조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는 1~15 brix 범위에서 실시한 1차 

예비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반응표면분석에 적합한 범위인 

4~11 brix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절임시간의 

범위는 30~90분으로 설정하였다.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 및 

시간의 최적화를 위하여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하였다(Lee GD 등 2000). 절임조

건에 중요한 독립변수(Xi)로 고려되는 인자 즉, 흑마늘 추출

물의 농도(X1, 2.6~12.5 brix)와 절임시간(X2, 17.58~102.42

분)에 대한 실험범위를 설정하여 각각 5단계로 부호화하였

고, 13군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자연 탈수한 고등어 fillet 

각각 10조각씩을 등쪽이 위로 향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담

은 후 고등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조건별 흑마늘 추출

액을 고등어 부피의 약 3배 정도 가하여 8~10℃의 냉장온도

에서 절임하였다.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고등어를 건져 

등쪽을 위로 향하게 하여 30분간 유지해 흑마늘 추출액을 

제거한 후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Yn) 즉, 간

고등어의 품질 인자로서 VBN(Y1), TBA(Y2), 전단가(Y3)를 

측정하여 그 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4회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VBN, TBA 및 전단가는 중심합성계

획을 실시하였다. 

3. 휘발성염기태 질소화합물(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 측정

휘발성염기태 질소화합물은 conway 용기를 이용하여 미

량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Shin JH 등 2001). 마쇄한 고등어 

시료 10 g에 증류수 10 mL, 10% TCA 20 mL를 혼합하여  

한 시간 방치한 후 증류수를 가해 50 mL로 정용하고 여과

(Whatman No. 2) 한 여액을 사용하였다. 여액 1 mL를 

conway 용기 외실에 투입하고, 0.01 N 붕산용액 1 mL를 

conway 용기 내실에 투입하였다. 탄산칼륨용액 1 mL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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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실에 투입한 후 37℃ 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 표준화된 0.01 N 황산용액으로 적정하여 휘발성염기태 

질소화합물의 양(mg%)을 구하였다.

4. TBA 측정

마쇄한 고등어 5 g을 취하여 7.2% BHT 용액 50 uL를 가

한 후 초순수로 50 mL로 정용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균질화 한 후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하여 여액 1 

mL에 20 mM TBA 1 mL와 15% TCA용액 1 mL를 가하여 9

5℃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하여 4℃,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 분리한 상층액을 

spectrophotometer(Libra S 35, Biochrome Ltd., England)로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TEP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후 계산하였다.

  

5. 전단가 측정

고등어 등쪽의 막껍질을 제거하고, 두부와 꼬리부분을 각

각 전체 길이에서 1/4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한 다음 가운

데 부분만을 취하여 4×5×1.2 cm가 되도록 썰어 물성측정

기 texture analyzer(Model 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England)를 이용하여 각 시료 군별로 10개 이상 시

료의 중심부 전단가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texture analyzer

의 조건은 Φ 4 cm cutting prove를 이용하였고, pre-test 

speed 0.5 mm/s, trigger force 5.0 g, test speed 2.0 mm/s, 

return speed 5.0 mm/s, test distance 5.0 mm, test cycle 1.0

이었다.

6. 색도측정 

흑마늘 추출액에 절임 처리한 고등어의 색도는 TBA 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 L, a 및 b에 대해 반응표면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반응표면식에 대입하여 L, a 및 b를 구하

였다. 흑마늘 절임고등어 육의 색도는 5.0 × 5.0 × 1.5 cm의 

크기로 자른 것을 시료로 하였으며, 색차계(Ultrascan VIS, 

Hunter Lab, USA)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

도)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표준 백판의 L값은 

99.38, a값은 –0.13 및 b값은 0.03이었다. 

7.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SAS package 9.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치는 실험군당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

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반응표면분석 실험은 중심

합성계획(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

석결과 정상점이 안장점일 경우에는 능선분석(ridge analysis)

을 통하여 원래 설정된 실험영역보다 좁아진 제한된 실험영

역에서 원하는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VBN 함량 변화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휘발성염

기질소는 어육 중에 존재하는 환원계 효소나 세균의 작용에 

의해 TMAO(trimethylamineoxide)가 환원, 단백질의 분해, 인

지질과 같은 지질 성분의 산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암모니아 

질소 등의 저급 염기성 물질이 주를 이루며 선도가 낮아질

수록 그 함량은 증가한다(Lim CY 등 1997). 신선한 어육의 

경우 VBN 함량이 일반적 기준으로 5~10 mg%는 극히 신선

한 어육, 15~25 mg%는 보통 선도의 어육, 30~40 mg%는 부

패 초기의 어육, 50 mg% 이상인 경우 부패 정도가 심한 어

육으로 판정한다(Song HN 등 2005). 

중심합성계획에 의해 흑마늘 절임조건에 따른 VBN 함량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Table 2에서와 

같은 반응표면 회귀식을 얻었다. VBN의 함량 변화는 흑마

늘 농도와 절임시간에 따라 1.47~1.89 mg%의 범위였으며, 

절임시간이 길수록 유의적으로 VBN 함량이 증가하였다. 회

귀식의 유의성은 결정계수가 44.02%로 비교적 낮았으나 적

합결여검증(lack of fit) 결과 유의확률은 0.0349로 유의수준 

0.01에서는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Table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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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salted 
conditions on VBN contents of salted mackerel.

상점은 안장점이므로 능선분석을 통하여 적당한 반영에 있

는 반응표면 값으로부터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는 낮추고 시

간을 높이는 경우 최소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Fig. 1) 이에 

따른 실제변수의 농도와 시간은 각각 3.17 brix, 80.5분이었

고, 이 조건에서 VBN의 최소값은 1.625 mg%를 얻었다. 

시판 간고등어의 휘발성염기질소 함량은 냉장품은 

15.6~29.7 mg%, 냉동품은 6.3~10.4 mg%인데(Yoon MS 등 

2009a), Song EJ 등(2009)은 5, 10 및 15% 커피박 추출물에 

침지하여 제조한 간고등어의 VBN 함량을 측정한 결과 10일

까지는 시험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급격한 산화가 시

작된 저장 15일에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15% 추출

물의 처리는 고등어의 급격한 부패를 지연시키고 선도유지

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유자액을 처리하였을 때

도 육중에 존재하는 효소나 세균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휘발성염기질소의 함량 증가는 완

만하다는 보고(Jung BM 2004)도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생

고등어의 휘발성염기질소 함량은 1.75±0.01 mg%였는데 흑

마늘 추출액에 침지 후에도 유사한 범위를 유지하였으며, 

어육의 삼투압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흑마

늘 추출물의 처리는 고등어의 급격한 부패를 지연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salted 
conditions on TBA contents of salted 
mackerel.

2. TBA 함량 변화

식품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

되어 다량의 과산화물을 생성하여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킨

다. 고등어의 경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

로 어획 후 빠르게 산패되며, 이로 인한 비린내 때문에 가

공이나 조리 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어 

가공품의 경우 지질 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Song EJ 

등 2009). 

Yoon MS 등(2009a)은 간고등어의 지질 산화는 원료 고등

어의 지질산화 정도, 제조 및 유통 조건 이외에도 항산화 

물질의 처리에 의하여도 어느 정도의 억제는 가능하다고 보

고한바 있다.

고등어 절임을 위한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 및 절임시간에 

따른 TBA 함량변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BA의 함량 

변화는 13단계의 흑마늘 농도와 절임시간에 따라 3.13~12.24 

MA mg/kg 범위였다. 정상점은 안장점으로 능선분석을 통해 

농도는 낮추고 절임시간을 높이는 경우 TBA의 최소값을 얻

을 수 있었다(Fig. 2). 이 때 농도는 3.5 brix, 시간은 8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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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Polynomial equations R
2

Si

VBN   


 0.4402 0.6914

TBA   
 

 0.9191 0.0997

Shear force   
 

 0.8207 0.0312

Table 2.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on VBN, TBA and shear force of salted mackerel

Response Polynomial equations Concentration Time Value

L

     -0.871972 0.489555 39.75501

     -0.872860 0.487970 40.25662

     -0.801254 0.598324 40.12449

     -0.847411 0.530937 39.15644

a

     -0.871972 0.489555 4.398334

     -0.872860 0.487970 4.481376

     -0.801254 0.598324 4.875172

     -0.847411 0.530937 4.540247

b

     -0.871972 0.489555 12.57546

     -0.872860 0.487970 12.87127

     -0.801254 0.598324 13.20188

     -0.847411 0.530937 12.34907

Table 3. Polynomial equations calculated by RSM program on color value of salted mackerel

에서 TBA의 최소값은 2.414 MA mg/kg이었다. TBA 함량에 

대한 회귀식의 R
2은 0.9191이며, 적합결여검증결과 유의확률

은 0.0997로 유의수준 0.05내에서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

다(Table 2). 

원두의 가열에 의해 생성된 수용성 갈색물질은 항산화 활

성을 가지므로 커피박 열수추출물을 처리한 간고등어는 저

장동안 지질산화가 억제되어 저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Song EJ 등 2009). 녹차, dill weed, 키토산, 올리고당 

및 키토산 혼합액을 고등어 fillet에 처리한 경우 이들 중 일

부를 첨가한 혼합액을 처리할 때와 식염만을 처리한 대조구

에 비해 산화가 더 억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Shin SR 등 

2006), 유자 착즙액과 자숙액을 처리한 고등어의 산화억제는 

유자로부터 기인하는 ascorbic acid의 영향이라고 추정한 

Jung BM 등(2004)의 보고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흑

마늘에는 제조공정 중에서 생성된 갈변물질을 비롯하여 마

늘 자체의 성분에서 기인하는 페놀성 화합물과 함황화합물 

같은 항산화성물질이 존재하므로 흑마늘 추출액에 고등어를 

침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단가의 변화

흑마늘 조미고등어 제조 조건 설정을 위한 독립변수인 흑

마늘 추출물 농도와 절임 시간에 따른 전단가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전단가는 79.93~121.00 cm/kg
2의 범위였고, 

실제변수인 농도 2.9 brix, 시간 75.1분에서 전단가는 최대값

인 120.764041 cm/kg
2
이었다(Fig. 3).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8207이며, 유의확률 0.0312로 유의수준 0.01에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Hong JY 등(2005)은 감잎, 곽향 및 초피 추출물을 처리하

여 4℃에서 저장한 간고등어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단

가가 낮아졌고, 곽향 추출물에 절인 고등어가 다른 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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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도가 더 낮았다고 하였다. 이는 저온삼투압탈수법에 

의한 저염고등어의 저장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저장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경도는 제품에 관계없이 감소하며, 응집력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Lee JS 등

(1994)의 보고 및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Yoon MS 등(2009b)은 감태효소 가수 분해물을 이용한 고품

질 간고등어의 지질산화 정도는 감태효소 가수 분해물 처리 

간고등어가 무처리 간고등어에 비하여 적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고등어의 제조시 감태효소 가수분해물이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하

였다.

Fig. 3.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s of salted 

conditions on shear force of salted mackerel.

4. 색도 변화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 및 절임 온도가 고등어의 주요 품

질지표가 되는 VBN, TBA 함량 및 전단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때 고등어의 색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

정하고자 하였다. 품질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되

는 TBA 함량을 기준으로 색도의 범위를 산출하였으며, 실험

은 4회 반복 실시되었으므로 TBA 값이 최소가 되는 4개의 

값을 구하여 각각의 Hunter color의 L, a 및 b값을 반응표면

식에 대입하여 최적 범위를 구하였다(Table 3). L값의 최적 

범위는 39.16~40.26, a값의 최적 범위는 4.40~4.88이고, b값

의 최적 범위는 12.35~13.20이었다.  

실제 분석을 통하여 얻은 색도값 중(Table 1) 명도를 나

타내는 L값은 33.40~43.18±1.74였고,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

은 2.36~15.70으로 범위가 매우 넓었으며, b값은 11.69~ 

16.43의 범위였고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와 절임시간에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Hong JY 등(2005)은 감잎, 곽향 및 초피 추출물을 처리하

여 4℃에서 저장한 간고등어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고등어 

배의 안쪽 부분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명도(L) 값은 증가

하지만 적색도(a) 값은 큰 차이가 없고, 25℃에서는 L, a 및 

b값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향은 처리

된 추출물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여 감잎과 초피 추출물에 

절였을 때보다 곽향 추출물에 절인 고등어군에서 적색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어육은 저장 중 아미노카르보

닐 반응 외에 지질 산화로 생성된 카르보닐 화합물과 선도

저하 과정에서 생성된 염기질소 등이 반응하여 점차 갈변화 

되는데, 항산화활성을 가진 생강추출물을 첨가함으로서 갈변

화가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는 보고(Lee KH 등 1998)로 미

루어 볼 때 항산화활성이 있는 흑마늘 추출물은 고등어의 

색에 대한 품질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IV. 결 론 

  

고등어의 산화를 억제하고, 주요 품질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흑마늘 추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절임조건을 최적화

하고자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X1)와 절

임시간(X2)을 독립변수로 하고, 휘발성염기질소(VBN, Y1), 지

질과산화물(TBA, Y2) 및 전단가(Y3)를 종속변수로 하여 반응

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VBN의 함량 변화는 흑마늘 추출물

의 농도는 낮추고 시간을 높이는 경우 최소값을 얻을 수 있

었는데 이에 따른 실제변수의 농도는 3.17 brix, 시간은 80.5

분이었다. 이 조건에서 VBN의 최소값은 1.625 mg%였다. 

TBA의 함량 변화는 3.13~12.24 MA mg/kg 범위였는데 정상

점은 안장점으로 능선분석을 통해 농도는 낮추고 절임시간

을 높이는 경우 얻어진 TBA의 최소값은 2.414 MA mg/kg이

었다. 이 때 농도는 3.5 brix, 시간은 84.4분이었다. 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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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9.93~121.00 cm/kg
2
 범위였는데, 최대값인 120.764041 

cm/kg
2을 나타내는 농도의 실제변수는 2.9 brix, 시간은 75.1

분이었다. 최종 설정된 흑마늘 추출액의 농도 및 절임 시간

에 따라 제조된 흑마늘 추출액 절임 고등어의 색에 대한 품

질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품질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

표로 판단되는 TBA 함량을 기준으로 색도의 범위를 산출하

였으며, L값의 최적 범위는 39.16~40.26, a값의 최적 범위는 

4.40~4.88이고, b값의 최적 범위는 12.35~13.2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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