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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국산 냉동 다진 마늘의 품질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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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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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We collected six 
kinds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four of which were domestic and the remaining two made in China. 
The moisture contents and drip loss of domestic frozen chopped garlic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hinese 
garlic. Drip lo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isture content (r=0.918, P<0.01). Total pyruvate contents of frozen 
chopped garlic ranged from 118.69±5.97∼224.81±9.92 μmol/g in domestic garlic and 75.27±5.91∼79.35±1.79 μmol/g 
in Chinese garlic. Allicin contents of frozen chopped garlic ranged from 8.91±0.34∼13.09±0.35 mg/g in domestic garlic 
and 5.91±0.08∼6.05±0.27 mg/g in Chinese garlic. Total thiosulfinate content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ranged from 0.60±0.07∼1.33±0.12 optical density/g. Total thiosulfinate content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icin content (r=0.892, P<0.01). Flavor patterns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measured by an electronic nose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Chinese gar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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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기능성 못지않게 

편의성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식품 선택의 기준과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동향에 편승하여 섭취 시 간편성을 부

여한 조리냉동식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1). 신선

한 채소와 과일류도 전처리 가공을 거쳐 편의성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최소가공 과채류(minimally proc-

essed fruits/vegetables)로 유통이 되고 있다(2). 또한 원

재료 손실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소비 성향과 함

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의 부담을 줄이고자 농산

물 생산지 등에서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일차 가공하여 

소포장 형태로 유통하는 상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3).

마늘은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양념이며 고

추, 배추, 무에 이어 많이 재배되는 주요 채소로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다(4). 조미채소로 활

용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공방법이 

연구되고 있다(5-7). 현재 시판되는 마늘 가공 제품은 깐 

마늘, 저민 마늘, 다진 마늘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되어 냉장 

및 냉동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장 공간과 손

질 과정 등의 이유로 통마늘에서 깐 마늘로, 깐 마늘에서 

다진 마늘로 구매 형태가 변하고 있다(8). 

또한 가정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시간 절약과 간

편성, 급식 및 외식업체에서는 노동력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

을 위해 최소 가공된 마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9). 하지

만 최소 가공된 마늘 제품은 가공, 저장 중 녹변, 갈변, 변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고유의 품질 특성과 신선도를 유지

시킬 수 있는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를 

극복하는 최적의 가공, 저장방법으로 냉동기술이 적용되고 

있다(10-12). 냉동 다진 마늘은 편의성과 저장성이 높아 수

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수입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품질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냉동 다진 마늘은 수원지역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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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A~D)은 수원지역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날 구입하였

으며 구입한 냉동 다진 마늘은 400 g, 500 g, 1 kg 용량으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겨 있었다.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E, 

F)은 제조원이 분명하고 소량 구매가 가능한 것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였는데 모두 1 kg 용량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에 포장되어 아이스백이 동봉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서 배달되었다. 이들 시료는 냉동용 지퍼백에 재포장한 후 

-20°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해동 감량 

냉동 다진 마늘 10 g을 무게 측정 용기에 담아 상온에서 

1시간 해동하여 유출된 수분량을 구한 후 이를 해동 전 다진 

마늘 채취량에 대한 백분율(%, w/w)로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 및 pH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은 AOAC법(14)에 준하였으며 

105°C 상압가열 건조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pH는 다진 마

늘을 즙을 내어 pH meter(Mettler-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색도 및 갈변도 

색도는 색차계용 용기에 다진 마늘을 담아 colorimeter 

(Color i7, X-rite Inc., Grand Rapids, MI, USA)를 이용하

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고, 갈변

도는 Bae와 Kim(11)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다진 마

늘 1 g에 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40 mL를 혼합한 

뒤 2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여과하여 spectropho-

tometer(UV-255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otal pyruvate

냉동 다진 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Schwimmer와 

Weston(15)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다진 마늘 

시료 0.5 g에 10% trichloroacetic acid 10 mL를 첨가하여 

vortexing 한 다음 실온에 2시간 방치 후 여과하였다. 여액 

1 mL에 증류수 1 mL와 0.0125% dinitriphenyl-hydrazine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0.6 N NaOH 용액 5 mL를 가하여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물질인 sodium pyr-

uvat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여 농도별로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total pyr-

uvate를 정량하였다.

Total thiosulfinate 

다진 마늘의 thiosulfinate는 Freeman과 Mcbreen(16)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다진 마늘 시료 1 g에 3배의 

냉각수 3 mL를 가하고 신속히 vortexing 하여 추출한 뒤 

여과하였다. 이 여액 2 mL에 hexane 4 mL를 가해 진탕 

추출한 다음 hexane층을 취하여 254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고, 다진 마늘 g당 상대적인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

다(O.D. value/g). 

Allicin 

다진 마늘의 allicin 함량은 Bocchini 등(17)의 방법을 변

형하여 분석하였다. 다진 마늘 2.5 g을 취해 냉각수 50 mL

를 넣고 1분간 균질화하여 여과한 후 메스플라스크에 넣어 

50 mL로 정용한 다음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Agilent 1200 HP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alli-

cin(Sigma, Steinheim,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칼럼은 

Mightysil RP-18GP(5 μm, Kanto Chemical, Tokyo, 

Japan)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메탄올과 물의 비율을 50:50

으로 사용하였으며, flow rate는 0.4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였고, DAD(Diode Array Detector) 240 

nm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전자코에 의한 향기 패턴

다진 마늘의 향기 패턴은 전자코 electronic nose sys-

tem(α-FOX 3000, Alpha MOS, Toulouse, France)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평형을 위해 다진 마늘 2 g을 

취해서 20 mL vial에 넣고 밀봉한 후 실온에 30분 동안 방치

하였다. 전자코 내의 인큐베이터에서 45°C, 500 rpm의 조

건으로 2분 동안 진탕하여 얻은 headspace로부터 향기성분

을 포집하여 1초 동안 500 μL를 주입하였고, 주입된 시료는 

경로에 따라 트랩에 저장되었다가 운반기체(고순도 헬륨)에 

의해 DB-5 capillary 칼럼으로 전달되어 온도 프로그램에 

의해 단일물질로 분리된 후 MOS(metal oxide semicon-

ductor) 센서에 의해 검출되었다. 측정 결과는 공기 저항값

(Rair)에 대한 시료 휘발성 성분의 저항값(Rgas)의 변화율을 

각 센서의 감응도(date Rgas/Rair)로 나타내어 이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행하여 제

1주성분과 제2주성분 값으로 향기 패턴을 분석하였다(18,19).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상

관관계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 함량, pH 및 해동 감량 

시판 냉동 다진 마늘 6종의 수분 함량, 해동 시 해동 감량, 

pH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냉동 다진 마늘의 수

분 함량은 64.95±0.09~90.93±0.23%의 범위를 보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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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isture contents, pH, and drip loss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Products1) Moisture content (%) pH Drip loss (%)

A
B
C
D
E
F

69.98±0.05d2)3)

64.95±0.09f

72.06±0.11c

68.63±0.17e

83.80±0.10b

90.93±0.23a

6.86±0.00a

5.77±0.01f

6.56±0.00b

6.14±0.01d

6.34±0.01c

6.02±0.01e

 0.49±0.07c

 0.70±0.22c

 0.61±0.18c

 0.33±0.07c

10.26±0.77a

 8.89±0.66b

1)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2)Values are mean±SD.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The Hunter's color values and browning color of com-
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Products1) Hunter's color value2) Browning 
color (O.D.)3)     L a b

A
B
C
D
E
F

42.53±0.33d4)5)

39.41±0.29e

38.95±0.46e

45.45±0.69c

46.75±0.76b

53.03±0.30a

5.80±0.22a

1.60±0.03e

4.74±0.20c

4.17±0.32d

5.36±0.21b

1.32±0.05e

21.67±0.32b

19.18±0.22c

19.40±0.16c

21.37±0.16b

22.57±0.05a

19.12±0.52c

0.035±0.002a

0.022±0.002b

0.024±0.005b

0.028±0.004b

0.027±0.002b

0.025±0.004b

1)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2)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3)O.D.: optical density.
4)Values are mean±SD.
5)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제품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E, F)의 수분 함량은 각각 83.80±0.10%, 90.93± 

0.23%로 측정되어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이 64.95±0.09~ 

72.06±0.11%의 함량인 것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은 Shin 등(20)이 

지역별 마늘의 수분 함량이 59.37±0.63~66.97±0.72%라

고 하였고, Oh 등(4)이 시중 판매되는 국내산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이 61.80±0.32~82.73±0.02%라고 한 것과는 다

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늘을 산지에서 

수확 후 예건한 다음 출하하거나 예건 후 저온 저장하면서 

가공 시 마늘을 박피, 세척, 다지고 포장하여 유통하게 되는

데, 예건 시 마늘의 수분 함량이 서로 다르고 박피 후 세척하

는 과정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으로 생각된다(20,21). 그러나 예건한 마늘의 가공 중 품

종별 또는 예건 정도에 따른 수분의 재흡수에 대한 연구 결

과가 보고된 바 없어 이러한 공정에 의한 냉동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에 대한 영향을 추론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마늘의 

가공조건 확립 및 가공마늘의 품질 예측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동 다진 마늘의 pH는 5.77±0.01~6.86±0.00으로 나

타났으며 국내산과 중국산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조리용 다진 마늘의 냉장유통 중 갈변방지를 위하여 구

연산 등의 첨가제를 첨가하여 다진 마늘의 pH가 낮아진다는 

보고(10)가 있고, Oh 등(4)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다진 마

늘의 pH가 4.96~5.17로 현저히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pH는 Shin 등(22)의 산지

별 마늘의 pH가 5.91±0.10~6.85±1.73의 범위였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냉동 시 단백질의 변성

으로 인한 용해도 감소, 효소활성의 상실 등이 일어나게 되

는데(23) 냉동 다진 마늘 제조 시 냉동저장으로 인하여 갈변

효소의 활성이 저하될 것을 고려하여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빠른 냉동은 동결과정 중 생성되는 빙결정의 

크기가 작고 세포의 손상과 탈수가 적어 해동 시 질감이 양

호하고 해동 감량이 적으며(24), 저장온도와 저장기간 또한 

해동 감량의 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 

26). 본 연구에서 냉동 다진 마늘의 해동 시 해동 감량은 중국

산 냉동 다진 마늘(E, F)이 각각 10.26±0.77%와 8.89± 

0.66%였고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이 0.49±0.07%~0.70± 

0.22%로 측정된 데 반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약 

10배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산과 중국산 모

두 Park 등(3)이 -18°C에서 냉동 및 30일간 저장한 다진 

마늘의 해동 감량이 5.6%였다고 보고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냉동식품업체에

서 냉동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0°C의 급속동

결방법을 채택하므로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이 Park 등(3)

의 실험보다 낮은 온도에서 동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롯

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Lee 등(26)은 냉동 애호박이 저장

기간 증가에 따라 해동 감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중국

산 마늘의 경우는 국내산 마늘에 비해 시중으로 유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장, 유통 중 온도관리가 안정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색도 및 갈변도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색도와 갈색도는 Table 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다진 마늘의 L값은 38.95±0.46~53.03± 

0.30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A~D)이 중국산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다진 마늘의 a값은 

1.32±0.05~5.80±0.22, b값은 19.12±0.52~22.57±0.05

였으나 국내산과 중국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냉동 

다진 마늘의 갈색도는 0.022±0.002~0.035±0.002 수준이

었고 국내산 A만이 0.035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색은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하

는 중요한 품질 특성으로 마늘의 색은 마늘의 산지(22)와 

저장온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가공(27), 저장기간(3) 등

의 요인으로 인해 갈변이 진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L값, a값, b값 그리고 갈색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A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가공 중 



114 이  슬 ․김석영 ․황인국 ․유선미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A B C D E F

To
ta

l p
yr

uv
at

e 
(m

m
ol

/g
)  .

c

ee

b

d

a

Fig. 1. The contents of total pyruvate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Each value is the mean±SD.
Result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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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tents of total thiosulfinate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Each value is the mean±SD.
Result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공기 중에 노출되었거나 유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otal pyruvate

마늘의 pyruvate는 무색, 무취의 alliin이 alliinase에 의해 

allicin과 2분자의 pyruvate 및 ammonia로 분해되는 과정

에서 생성되며(28) 마늘 및 양파의 풍미 성분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 allium 속 식물의 풍미성분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

로 활용되기도 한다.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75.27±5.91~224.81±9.92 μmol/g

으로 측정되었으며, 국내산의 경우 118.69±5.97~224.81 

±9.92 μmol/g으로 중국산이 75.27±5.91~79.35±1.79 μ

mol/g인데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은 마늘 중 pyruvate 함량은 132.87±0.45~161.37 

±1.58 μmol/g으로 산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Nahmgung 등(29)은 마늘의 pyruvate 함량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alliinase의 불활성화 및 alliin의 열분해 현상에 의

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Park 등(3)은 마늘의 유

통형태별 pyruvate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저장초기에는 깐 

마늘에 비해 다진 마늘이 높았으나 저장과 함께 다진 마늘은 

pyruvate 함량이 서서히 감소하였고, 깐마늘은 pyruvate 

함량이 증가하다가 저장 20일 이후부터는 저장온도(2°C, 

-18°C) 및 가공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산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B>D>A>C 순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산지에 따른 마늘 원재료, 마늘 가공 전처리인 

예건 및 다짐 등의 가공공정, 저장기간 등에 의한 차이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의 pyr-

uvate 함량이 중국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해동 감량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otal thiosulfinate

마늘의 thiosulfinate는 생마늘 내의 alliinase에 의해 

cysteine sulfoxide가 분해되어 생성되는데 매우 불안정하

고 용매, 온도 및 농도에 의존적인 성분이다(30).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thiosulfinate 함량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0.60±0.07~1.33±0.12 O.D./g으로 측정되었고,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 중 B를 제외한 A, C, D는 1.20 O.D./g 이상

으로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B는 0.89±0.08 O.D./g으로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E와 

F가 각각 0.80±0.02 O.D./g, 0.60±0.07 O.D./g인 것에 비

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Kim과 Hou(31)는 마늘의 allii-

nase는 pH 6 이하에서는 활성이 낮고 pH 6 이상에서 서서

히 증가하여 6.5 이상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10°C 

냉동 시 저장 10일까지는 80%의 활성을 유지하다가 저장 

25일까지는 60%로 활성이 감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따

라서 국내산 중 B의 thiosulfinate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B의 pH가 5.77로 A, C, D에 비해 alliinase 활성이 

현저히 낮아 thiosulfinate 생성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Allicin 

마늘의 allicin은 마늘의 손상에 의해 alliinase가 작용하

여 생성되는 것으로 Oh 등(32)은 마늘의 매운 맛이 강하면 

alliin 함량이 높아 allicin 생성이 많고, 영천산 밭마늘과 논

마늘의 allicin 함량은 각각 2.83±0.03 mg/g, 2.22±0.02 

mg/g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판 냉동 다진 마

늘의 allicin 함량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이 

8.91±0.34~13.09±0.35 mg/g으로 중국산 5.91±0.08~ 

6.05±0.27 mg/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Oh 등(32)의 연구에서보다 본 연구에서의 시판 냉동 다

진 마늘의 allicin 함량이 높은 것은 마늘의 가공 여부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 중 B의 allicin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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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tent of allicin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Each value is the mean±SD. Result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bars differ significantly (P<0.05).

Fig. 4.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plot from the ob-
tained data using electronic nose in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s. A∼D, Korean frozen chopped garlics; E∼F, Chinese
frozen chopped garlics.

Table 3.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mmercial frozen chopped garlic
　 Moisture Drip loss pH Browning color Thiosulfinate Pyruvate Allicin

Moisture
Drip loss
pH 
Browning color
Thiosulfinate
Pyruvate
Allicin

 1.000
 0.918
-0.071
-0.081
-0.752**

-0.893**

-0.778**

 0.918**

 1.000
-0.183
-0.132
-0.797**

-0.780**

-0.872**

-0.071
-0.183
 1.000
 0.652**

 0.425
-0.316
 0.219

-0.081
-0.132
0.652
1.000
0.226

-0.107
0.125

-0.752**

-0.797**

 0.425
 0.226
 1.000
 0.468
 0.892**

-0.893**

-0.780**

-0.316
-0.107
 0.468
 1.000
 0.579*

-0.778**

-0.872**

 0.219
 0.125
 0.892**

 0.579*

 1.000
*P<0.05, **P<0.01.

이 가장 낮은 것은 thiosulfinate의 함량과 마찬가지로 마늘

의 pH에 의한 alliinase의 낮은 활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의 경우 D가 13.09±0.35 

mg/g으로 가장 높고 C>A>B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늘의 풍미성분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가 되는 pyruvate 

함량의 변화를 반영하였을 때(3)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al-

licin 함량의 차이도 마늘의 산지, 저장기간 등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기 패턴

시판 냉동 다진 마늘의 향기 패턴 분석을 위해 전자코 측

정을 한 결과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자코에 의한 

향기 패턴 분석은 향기성분의 차이에 의한 변이 분석에 활용

되는데(12,18,33), Ryu 등(12)은 다진 마늘의 저장온도에 

따른 저장기간 중 전자코에 의한 향기 패턴 분석을 통하여 

실온의 경우 1일 이내, 냉장의 경우 최장 10일 이내, 냉동의 

경우 30일까지 품질수준 유지가 우수하여 냉동저장이 마늘

의 저장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에 

의한 냉동 다진 마늘의 분포는 국내산 A와 C가 한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냉동 다진 마늘 즉, 국내산 B와 D 그리고 

중국산 E와 F가 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마늘의 저

장온도 및 저장기간 등에 따른 향기 패턴과의 비교 없이 시

중에 유통 중인 마늘의 전자코 측정에 의한 향기패턴 분석만

으로는 냉동 다진 마늘의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기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냉동 다진 마늘의 품질 특성 간의 상관관계

냉동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 해동 감량, pH, 갈색도, total 

pyruvate 함량, total thiosulfinate 함량, allicin 함량 간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시료의 수분 함량과 해동 감량은 양의 상관관계(r=0.918,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licin 함량과 total 

thiosulfinate 함량 또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r=0.892, 

P<0.01)를 보였고 이는 Yu 등(34)이 마늘의 총 thiosulfi-

nate의 주요 성분은 allicin이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각 시료의 수분 함량 및 해동 감량과 total thiosulfinate 함

량, total pyruvate 함량, allicin 함량은 각각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냉동 다진 마늘의 품질 특성 간 

상관관계 분석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은 

total thiosulfinate 함량, total pyruvate 함량, allicin 함량

이 높고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은 수분 함량과 드립로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   약 

시판되는 냉동 다진 마늘의 품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냉동 다진 마늘 국내산 4종과 중국산 2종을 수집하여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냉동 다진 마늘의 수분 함량은 국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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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0.09~72.06±0.11%, 중국산이 83.80±0.10~90.93 

±0.23%의 범위로 측정되었고 중국산 제품의 수분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동 감량은 국내산 냉동 

다진 마늘이 0.33±0.07~0.70±0.22%,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은 8.89±0.66~10.26±0.77%로 측정되어 국내산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으며, 해동 감량은 각 시료

의 수분 함량과 양의 상관관계(r=0.918,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다진 마늘의 total pyruvate 함량은 

국내산의 경우 118.69±5.97~224.81±9.92 μmol/g으로 

중국산이 75.27±5.91~79.35±1.79 μmol/g인데 비하여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llicin 함량은 국내산이 

8.91±0.34~13.09±0.35 mg/g으로 중국산 5.91±0.08~ 

6.05±0.27 mg/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otal thiosulfinate 함량은 0.60±0.07~1.33±0.12 O.D./g

으로 측정되었다. Allicin 함량과 total thiosulfinate 함량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r=0.892, P<0.01)를 보였다. 전자

코에 의한 냉동 다진 마늘의 향기 패턴 분석은 국내산과 중

국산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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