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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어(Scomber japonicus, Mackerel)는 농어목 고등어과 고
등어속에 속하는 어류로 등푸른 생선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
서 연간 10 만톤 이상 어획되는 일시다획성 어종이다(Hong et 
al., 2005). 특히 EPA (Eicosapentaenoic acid, 20:5n-3) 및 DHA 
(Docosahexaenoic acid, 22:6n-3)와 같은 오메가-3계 고도 불
포화 지방산을 각각 9.9%, 13.2%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
양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고지방 어류이다(Ju, 2011; Ryu et 
al., 2002; Ryu, 2005). 고등어의 EPA 및 DHA는 혈중 콜레스테
롤을 저하시키고 혈전 예방효과 및 두뇌작용을 활성화시켜 뇌
졸중, 심근경색 등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Kim et al., 2012). 그

러나 이러한 고등어는 훌륭한 단백질원 식품임과 동시에 근육 
내 비단백태 질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free histidine 
함량이 단백질 중 약 47%로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Park, 2009). 적색육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사후경직, 자기소화
가 신속하게 일어나는 고등어는 선도저하가 매우 빠른 어종으
로, 특히 지방산의 산화, 분해에 의한 불쾌취와 육 중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에 의해 생성된 histamine에 의해 scombroid fish 
poisoning과 같은 식중독을 일으켜 가공제품으로 이용하기 어
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Lehane and Olley, 2000). 어육의 
부패 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histamine은 다량 섭취 시 독성을 
나타내는 allergy성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며, 주요 증상으로 발
진, 부종, 현기증, 두통, 구토 및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Shalaby, 1996). 이러한 histamine은 부패세균이 생

Article history;
Received 1 November 2013; Revised 3 December 2013; Accepted 4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Tel: +82. 51. 629. 5831    Fax: +82. 51. 629. 5824 
E-mail address: dhahn@pknu.ac.kr

Kor J Fish Aquat Sci 46(6) 733-738, December 2013
http://dx.doi.org/10.5657/KFAS.2013.0733
pISSN:0374-8111, eISSN:2287-8815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eis and Aquatic Science. All rights reserved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고등어(Scomber japonicus)육 중의 
히스타민 생성 억제 효과 

강보경·김꽃봉우리1·김민지1·김동현2·정슬아·박시우·박원민·김보람·박홍민·변명우3·안동현*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식품연구소, 1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주)MSC 식품연구소, 3우송대학교 외식조리영양학부

Inhibitory Effect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ments on Histamine 
Production in Mackerel Scomber japonicus

Bo-Kyeong Kang, Koth-Bong-Woo-Ri Kim1, Min-ji Kim1, Dong-Hyun Kim2, Seul-A Jung, Si-Woo 
Bark, Won-Min Pak, Bo-Ram Kim, Hong-Min Park, Myung-Woo Byun3 and Dong-Hyun Ahn* 

Department of Food Science & Technology/Institute of Food Scie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1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74, Busan 619-911, Korea

2Hydro colloid Div. MSC co. Ltd. Yangsan, Kyeongnam 626-280, Korea
3Department of Culinary Nutrition, Woosong University, Daejeon 300-718,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HHP) treatments on histamine production in mackerel 
Scomber japonicus. Changes in viable cell counts, histamine contents, pH and VBN of mackerel fillet (stored at 4ºC for 25 days) 
were examined under HPP (200, 300, and 400 MPa). HPP treatments reduced viable cell counts by 2-3 log cycles during storage. 
Viable cells of mackerels treated with 400 MPa did not appear for 5 days. Histamine production was nearly suppressed by 300 and 
400 MPa HPP treatments after 25 days. Furthermore, mackerels treated with HPP showed significantly lower VBN values com-
pared with the control. Additionally, pH values were not affected by the treatments during storage perio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PP treatment decreased histamine contents in mackerel muscles. Based on our results, HPP treatment may reduce scombroid 
fish poisoning by decreasing histamine production in mackerel during 4ºC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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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histidine decarboxylase에 의해 근육 내 존재하는 histi-
dine의 탈탄산 작용으로 생성되며(Lehane and Olley, 2000), 주
요 생성균으로는 Morganella morganii, Klebsiella pneumonia, 
Hafnia alvei 종, Photobacterium leiognathi, Vibrio spp.가 알
려져 있으나(Taylor et al., 1979; Ramesh and Venugopalan, 
1986; Kanki et al., 2004), 4-15℃의 환경에서는 저온 호염성균
인 Photobacterium phosphoreum이 Morganella morganii보다 
활발히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jii et al., 1997; Lehane 
and Olley, 2000).
한편, 고등어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대량 어획되는데, 어획 
후 선도가 급속히 저하되므로 일부만이 선어로 이용되고, 주로 
염장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되고 있다(Lee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염장법의 경우 고등어의 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소금
이 지질의 산패를 촉진(Ryu et al., 2002)할 뿐만 아니라 식염 중
의 질산염 및 아질산염이 반응을 이루어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ng et al., 1997). 또한 한
번 생성된 histamine은 열에 안정하여 가열처리에 의해 없어지
지 않기 때문에 histamine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어의 가공 처리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등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이용 증대를 위하여 저장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로 고등
어의 포장방법을 달리하거나(Yang and Lee, 2000), 방사선 조
사(Cho et al., 1985; Kim and Ha, 1989), 자외선 조사(Song et 
al., 2005), 저온 삼투압 탈수법(Lee et al., 1993) 등의 비가열 처
리방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histamine 생성 억제에 대한 연구
로 histamine 분해균에 대한 연구(Mah and Hwang, 2009; Le-
uschner et al., 1998; Dapkevicius et al., 2000)와, histamine 생
성 균에 대한 항신료의 항균작용(Mah et al., 2009; Wendakoon 
and Sakaguchi, 1993) 및 histamine decarboxylase 저해 효과
(Shakila et al., 1996; Wendakoon and Sakaguchi, 1995)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초정수압 처리는 비가열처리 기술로, 식품에 적용 시 영
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미생물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신
기술로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며 현
재 그 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10; 
Han and Jeong, 2005; Patterson, 2005). 작용 원리로는 초정수
압의 압력이 병원성 및 부패 미생물의 비공유 결합과 소수성 결
합에 영향을 주어 세포막을 붕괴시키고 단백질 변성을 초래하
여 미생물 사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ver-Cid et 
al., 2011). 그러나 이러한 초정수압 처리의 경우 현재 조미 오
징어의 저장성 증대(Gou et al., 2011) 및 생굴의 미생물 생육 
억제(Park et al., 2006)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고등어의 
histamine 생성 억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 선도 저하의 방지 및 내부 hista-

mine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고등어 필렛에 대한 초정수압 
처리의 효과를 조사하여 새로운 고등어 가공법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Scomber japonicus)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의 현대수산에서 활어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고등어 필렛의 평균 두께는 1.5 cm이다.

초정수압 처리

생고등어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여 제조된 고등어 필렛을 
각각 진공 포장하여 초정수압기(215L-600 ULTRA, AVURE 
Technologied Inc. WA, USA)의 processing chamber에 넣어 
수온 약 18-24℃에서 200, 300 및 400 MPa로 3분간 초정수압 
처리한 후, 4℃에서 5일 간격으로 25일 동안 저장하면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일반세균수 측정

일반 세균수 측정은 고등어 필렛의 머리, 등, 배, 꼬리 부위로
부터 고등어 육을 무균적으로 2 g 취한 후, 식품공전상(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의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따라 멸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를 10 배
(w/v) 가하여 1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Ace Homogenizer, 
AM-7, Nihonseiki, Japan) 한 다음 10배 단계 희석법으로 희석
하였다. 일반 세균수는 시료 희석액을 PCA (Plate count agar, 
BD DifcoTM, USA)에 도말하여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였으며 2회 반복하였다.

고등어육 중의 histamine 생성량 측정

어육 내 histamine 생성량 측정은 Kanki et al. (2007)의 방법
에 따라 분쇄한 고등어 육 1 g에 0.1 M EDTA (pH 8.0)를 24 
mL 첨가하여 1분간 교반하고 100℃의 물에 20분간 정치시킨 
후, 얼음물에 10분간 냉각시켰다. 이를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과액을 Histamine assay kit를 사용하여 UV/visible spectro-
photometer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istamine 함량
을 정량 하였으며 3회 반복하였다.

pH 및 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 측정

pH는 세절한 고등어 5 g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균질기
(Ace Homogenizer, AM-7, Nihonseiki, Japan)로 10,000 rpm
에서 2분간 균질화 한 후, 실온에서 pH meter (HM-30V, TOA, 
Kobe,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회 반복하였다. VBN 
측정은 식품공전상(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의 Conway법을 이용하였다. 세절한 고등어 10 g에 5배
의 증류수를 가하여 10분간 교반, 5분간 정치를 두 번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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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침출하였다. 이를 여과한 후, 5% H2SO4로 pH 4.0으로 
보정하고 100 mL로 정용하였다. Conway unit 내실에 처리한 
시료 및 0.01 N H2SO4를, 외실에는 K2CO3 포화용액을 각각 1 
mL씩 첨가하고 혼합하여 25℃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0.01 N 
NaOH로 적정하였다. 지시약으로 brunswik 시약을 이용하였
으며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미생물 생육 억제 효과

고등어 필렛을 제조하여 진공포장한 후 200, 300 및 400 MPa
로 초정수압 처리하여 생균수의 변화와 생육 억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Fig. 1), 처리 직후에 무처리와 200 MPa 처리구에
서는 각각 8.83 및 8.26×103 CFU/g의 균수를 보였으나 300 
MPa 처리구에서는 9.48×101 CFU/g, 400 MPa 처리구에서는 
균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여 초정수압 처리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균의 생육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저장일차
가 증가하면서 무처리와 200 MPa 처리구는 지속적인 균의 증
가를 보였으나, 저장 5일차 300 MPa 처리구의 경우 3.35×104 
CFU/g, 400 MPa 처리구의 경우 균이 나타나지 않아 무처리구 
및 200 MPa 처리구의 3.94, 2.14×106 CFU/g에 비해 균의 성
장이 현저히 억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10일차 이후에는 무처리, 
200 및 300 MPa에서 106 CFU/g 이상으로 생균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나, 400 MPa의 경우 10일차에 3.89×103 CFU/g, 
15일차에 6.37×105 CFU/g으로 나타나 저장기간 중에도 초정
수압 처리에 의해 무처리구보다 2-3 log cycle 정도 균의 생육
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저장 초기의 경우, 300 MPa 
처리 시 균수가 감소하였고, 400 MPa 처리 시 균이 나타나지 않
아 초정수압 처리로 인해 미생물의 세포막 구조의 손상을 일으

켜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되어 미생물 수가 감소된다는 Bull 
et al. (2005), Stephens (2005)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Gou et al. (2011)의 조미 오징어에 400 MPa의 초정수
압을 처리 후 저장기간 동안 미생물의 수가 대조군에 비교하여 
저장 초기 2.77 log cycle의 감소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Park et al. (2006)은 생굴에 350 MPa 초정수압 처리 후 저장 7
일차에 약 103 CFU/g로 저장기간 동안 균수의 증가가 억제됨
을 확인한 바 있다. 

고등어 내 histamine 생성 억제 효과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histamine 생성 억제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어 필렛을 진공 포장 후 200, 300 및 
400 MPa로 초정수압 처리하여 histamine 생성 억제 효과에 대
해 실험한 결과(Fig. 2), 저장 5일차에 무처리구의 경우 175.64 
ppm으로 나타났으나, 초정수압 처리구의 경우 4 ppm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무처리구는 저장 10일차에 histamine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3013.33 ppm의 함량을 보였으나, 
초정수압 처리구의 경우 200 MPa에서 73.21, 300 MPa에서 
6.15, 400 MPa에서 2.18 ppm으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hista-
mine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15일차의 경우 무처리구가 
2814.36 ppm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200 MPa 처리구의 경우 
1592.82 ppm으로 증가하였으나, 300 및 400 MPa의 경우 저장 
20일차까지 histamine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그 후 저장 25
일차에 300 MPa의 경우 750 ppm으로 나타났으며 400 MPa의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생균수 결과에서 300 및 400 MPa
의 경우 생균수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histamine은 생성되지 않았다. 이는 미생물이 생산
한 histidine decarboxylase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초정수압 처
리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효소 활성 부위가 영향을 받아 기질과

Fig. 1. Changes in viable cell counts of mackerel Scomber japoni-
cus fillet at 4℃ after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Fig. 2. Changes in histamine contents of mackerel Scomber ja-
ponicus fillet at 4℃ after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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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이 불가능해져 활성을 잃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San 
Martin et al., 2002). 따라서 초정수압 처리가 histamine 생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histidine decarboxylase
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고등어 내의 histamine의 생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Kim, 2012).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pH 변화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pH 변화를 알아본 결
과(Fig. 3), 저장 초기 무처리의 경우 5.98, 초정수압 처리구는 
6.03-6.19로 나타나 처리에 의해 pH가 약간 증가함을 보였다. 
초정수압 처리구의 pH가 무처리구에 비해 약간 높게 측정된 것
은 초정수압 처리에 의해 단백질 구조가 변화됨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되며, 이는 대구 근육에 초정수압 처리한 경우 일부 단백
질의 변성에 의해 pH가 약간 증가하였다는 Angsupanich and 
Ledward (1998)의 보고와 동일하였다. 또한 Hong et al. (2008)
은 돈육에 초고압 열처리한 경우 초고압 처리에 의해 수분이 단
백질 구조 사이로 침투함에 따라 단백질 풀림 현상이 일어나면
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돈육의 pH가 약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 저장 15일차까지 무처리구와 처리구 모두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나, 저장 20일차에 무처리구의 경우 pH가 6.43으로 
증가하였으나, 초정수압 200 및 300 MPa 처리구는 6.27-6.28
으로 약간 증가함을 보였으며, 400 MPa의 경우 그대로 유지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굴에 초고압 처리 후 저장기간 동
안 pH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저장 중 pH 변화
가 거의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Park et al., 2006). pH는 어
육의 선도 저하에 따라 어육 중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
는 암모니아, TMA (Trimethylamine), DMA (Dimethylamine)
과 같은 염기성 물질의 축적에 의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Nam et al., 2011). 초고압 처리에 의한 미생물 생육과 
histamine 생성이 억제된 결과(Fig.1, 2)를 미루어 볼 때, 초고압 
처리에 의해 미생물 및 효소 활성이 감소함에 따라  암모니아, 

TMA, DMA 등의 축적이 적어 pH가 유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VBN 함량 변화

초정수압 처리에 의한 고등어육 중의 VBN 함량 변화를 알아
본 결과(Fig. 4), 저장 초기에 무처리는 21 mg/100 g의 함량을 
보였고, 초정수압 처리구는 200, 300 및 400 MPa에서 각각 19, 
18, 17 mg/100 g의 VBN 함량을 나타내어 처리압력이 높아짐
에 따라 VBN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저장 5 일차에서 
무처리의 경우 VBN 함량이 40 mg/100 g 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초정수압 처리구는 20-23 mg/100 g으로 낮은 VBN 
함량을 보였다. 이후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처리구는 지
속적으로 VBN 함량이 증가하여 저장 20일차에 60 mg/100 g
의 함량을 보였으나, 초정수압 처리구는 31-38 mg/100 g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수산물의 선도 지표가 되는 VBN 함량은 
일반적으로 5-10 mg/100 g을 극히 신선한 어육, 15-25 mg/100 
g이 보통 선도의 어육, 30-40 mg/100 g이 부패 초기 어육, 50 
mg/100 g이 부패가 심한 어육으로 판정하는데(Song et al., 
2005), 무처리구의 경우 저장 5일차 이후 40 mg/100 g을 초과
하여 초기 부패 단계로 나타났으나, 초정수압 처리구의 경우 저
장 10일차 까지 VBN 함량이 처리 직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처리구의 경우 저장 20일차에 심한 부패가 
진행되었으나, 초정수압 처리구는 부패 초기 단계인 것으로 사
료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Kang et al. (2011)의 고추장굴비
에 초고압 처리한 후 저장기간동안 VBN 함량의 변화를 측정
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낮은 VBN 함량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
다. VBN은 주로 세균의 증식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증
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et al., 2005). Kurk et al. 
(2011)은 닭가슴살 필렛에 초고압 처리한 실험에서 처리 압력
이 높아질수록 균이 감소하거나 사멸하였으며, VBN도 감소함

Fig. 3. Changes in pH of mackerel Scomber japonicus fillet at 4℃ 
after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Fig. 4. Changes in VBN of mackerel Scomber japonicus fillet at 
4℃ after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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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미생물 수의 감소에 인해 단백질 분해가 감소하였기 때
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VBN 함량 감소는 
초정수압 처리에 의해 미생물의 살균효과와 단백질의 구조변화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고등어에 초정수압 기
술의 적용은 저장 중 고등어의 품질 저하로 인해 발생 되는 다
량의 히스타민 생성을 억제 시켜 고등어 섭취로 인한 histamine 
유래 식중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고등어의 미생물
학적 안전성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공방법으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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