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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 북

방사선 식품 저장기술 및 공정개선 연구

I 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의 바충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식품공업에

있어서는 대량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식품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문제 핵심분야의 대

체기술 개발과 품질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식

품조사 기술은 세계 25개국에서 상엽화되고 았으며， 국내에서도 18개 식

품에 대하여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반

확충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조사 기술의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 첫째， 건조 식품 (천분추출용 옥수수， 대두)의 툴성/가공공정 개선

기술개발과 비축식량 저장 거반기술 확립으로 UR 대바 식량가격 안정과

수입대처1 및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식품가공， 저장기술 개발

- 둘째， 식품/생물공정 자동화 빚 고기능화 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유용며생툴의 고정화기법을 이용하얘， 현재 유해성으로 공중보건상 분제

시 되고 있는 언공합성 첨가물의 대체 툴질로 펀연산생물(natural

products)율 낮은 생산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 셋째， 조사식품의 안천성 명가연구로 국민보건 향상과 조사식품의 소

버자 수용성증진 빛 원자력의 명화적이용 방안마련에 그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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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건조식품의 물성 빛 가공공정 개선 연구

가. 대두(大豆) 물성개선 연구

감마션율 이용한 대두의 물성개선 연구에서는 전년도 연구결과인 수

화 및 조리시간 단축효과를 바탕으로 감마선조사 대두의 영양학적 (단백

질 빛 지방질 성분) 안전성 명가 시험과 조사대두로 가공된 대두유의 품

질 평가로 대두의 불성개선율 위한 감마선 이용의 최적초건을 확립토록

하였다.

나. 옥수수 전분추출 물성개선 사혐

감마선 조사(照射)에 의한 욱수수의 살충， 살균￡로 저장 안천성 확

인과 욱수수의 가공공정 개선 (침지시간 단축 및 환경기준 물질인 침지

액의 아황산 농도의 감소)율 위한 감마션 조사선량에서의 천분 추출율

증대 시혐 및 감마션 조사후 추출된 천분의 툴리화학적 륙성( alkali

number , 광루과도， blue value , 보수력， swell i ng power , 효소 분해농，

색도， 용해성 및 amylography에 의한 호화특성 퉁) 명가를 수행하여 차

기년도 감마션 조사전분의 가공적성 검토와 전분의 이용성 증대방안을

마련코자 하였다.

2. 유용 미생물 고정화기술 개발

천연 적색색소를 생산하는 유용 유기혜 선발과 선발된 유용 유기체

의 생육 영양인자 및 최적 배양조건 시험과 고정화 중합체별 천연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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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생산 시협으로 차기년도 산업화를 위한 batch scale 큐모의 자연산

생물생산 시험 조건율 확럽토록 하였다.

3. 건고추의 장기안천 저장법 개발

건고추률 통고추와 분말고추로 구분하여 포장채별 (poly c1 oth sack ,

PE/PC , NY/PE-Iaminated film) 및 저장용도별 품질 안천성 시험을 수행

하여 장기안전 저장성을 확인토롭 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건조식품의 물성 및 가공공정 개선 연구

가. 대두 불성개선 연구

- 대두의 수침 및 조리/가공시간 단축 효과가 확인된 감마선 초사선

량(2.5-10 kGy)에서 대두의 영양학적 안전성 명가시험 결과， 대두 만백

질의 주요 구성성분과 단빽질와 열안전성 빛 구조(2차， 3차 구조) 변화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방질 성분에서도 지방산 조성이나

trans-지방산의 생성 동에 있어서 버초사 대두와 유의척인 차이가 없었

다.

- 초셔된 대두로 가공된 삭용유의 품질 명가에서도 10 kGy까지의 조

사선량은 비조사 대두와 동일한 품질을 보였거나 오히려 우수한 품질륙

성을 나타내었다.

- 초사된 대두초직의 미세구초 관찰에서， 조사선량의 증가와 함께 표

111 및 자엽세포의 변화와 세포내 protein body 및 지방구의 변형이 다소

나타났다. 이는 감마선 초사대두의 수분흡수 및 cooking 시 간 단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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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윗받침하였다.

- 따라서 대두에 2.5-10 kGy 정도의 감마선 조사는 대두의 저장충 해

충 및 미생물에 의한 손실 방지는 물론 현행 대두가공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었다.

나. 욱수수 전분추출 불성개선 연구

- 욱수수에 2.5-10 kGy 범위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추출을 위한 침지

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사킬 수 있었으며， 환경기준 물

질인 욱수수 침지액 (아황산 용액)의 농도도 기존 0.8-1. 2 %에서 0.2 %

-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욱수수전분의 추출율에 있어서도 메

욱수수와 찰옥수수 모두 벼조사군에 버해 10-30 % 이상의 추출율 중대효

과를 나타내었다.

- 추출전분의 .이화학적 시험에서는， 메욱수수와 찰옥수수 모두 감마

선 조사에 의해 alkali number와 광투과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툴결합

능력 및 swelling power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분의 색

도는 조사군과 비조사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 Amylograph에 의한 불성시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 호화

액의 점도를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경향은 메옥수수보다 찰욱

수수 전분이 더욱 현저하였다. 또한 breakdown ratio 및 set back ratio

도 향상시킬 수 있어 식품가공에서 천분의 고놓도 사업의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 효소반웅 시협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소반웅 생

성물인 포도당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환원당 함량도 크게 증가하여 감마

션 조사에 의해 포도당 및 전분당의 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농성이

시사되었다. 다음 한계의 연구에서는 천분의 가공적성을 검토하여， 감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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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조샤천분의 산업적 이용성 중대방얀을 모색혈 계획이다.

2. 유용 미생불 고정화 시험

- 유용 유기체로는 천연 적색색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류인 Monascus

anka를 선발하여 최적 배양조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생육영양원

은 변형 Li n' s media (쌀가루 3 %)가 가장 적합하였으며 125°C. pH 6.

170 rpm 에서 8얼간의 배양시간이 최적 배양조건엠율 알 수 있었다.

- 생육영양원 시험에서 쌀가루에 첼라틴(I %)을 첨가한 것이 기존의

쌀가루만을 사용한 것보다 3배 이상의 적잭색소 생산수율 증대효과를 가

져왔으며， 규조토의 첨가도 색소생산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배양충 생육영양원으로 형성된 곰팡이의 pell et 은 색소생산율 위

해 10회 이상 반북 사용하여도 그 모양이 변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연숙배양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차기년도에는 연숙 및 반연속

batch scale 로 적색색소 생산시혐을 수행할 계획이다.

3. 건고추의 장기 안천저장 시혐

- 건고추(롱고추)는 상온조건에서 6개월 저장후 기존의 polycloth 마

대 (PC)로 단독포장한 경우에 중량변화， 해충발생， 변색， 성분변화 풍의

품질열화로 상품가치률 완전 상설하였으나I 2.5-10 kGy 범위의 감마션

조사후 PE/PC 병용포장으로 2년 이상 장기 안전저장이 가능하였다.

- 건고추는 식용전 분말화하여 위생처리 하게됨을 고려하여， 분발상

태에서 감마선 초사후 2년이상 저장에도 양호한 위생척， 야화학적， 관농

적 품질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고추가루의 위생화에 지금까지

사용된 ethylene oxide 훈증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감마션

조사가 크케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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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AR Y

1. Project Ti tie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iques for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 Improve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f the Project

With the increased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 , quality

tontrol techniques are inevitably required in ·the. food industry for

its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Recently ,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irradiation for solving the

infrastructural problems in the food industry by developing viable

alternatives ‘ to conventional technology an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rocessed foods.

Even though food ir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commercialized

in 25 countries , and 18 items of irradiated foods have been

approved for human consumption domestically. infrastructural

studies are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In order to enlarge the utiliz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in solving the infrastructural problems of the food

industry ,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gamma irradiation for improving the process and physical properties

of dri ed foods (corn and soybean ), for preserving the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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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 for emergency (red pepper) and for producing natural products

(red polyketied pigment) using microbial immobilization with

radiation-induced polyme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dried foods.

(a)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of soybeans.

In a previous result , irradiated soybeans (upto 10 kGy) showed

an reduction in cooking time and soaking time. Therefore ,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ose

levels of gamma-irradiation on the nutritional quality (protein ,

lipid ), the microstructure and the product quality (soybean oil)

prepared with irradiated soybeans , for optimizing utilization

conditions of irradiation techniques for soybean processing.

(b) Improvement of starchisolation process and physical

properties of corn starches.

The beneficial effect of gamma ir‘ radiation on corn grain for

preservation and soaking process has been reported previously.

Based upon the pre-establ ished resul ts , the present studies were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yield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tarches isolated from 0-10 kGy irradiated corn grains , and its

in vi tro susceptabi 1i ty to 0.- and B-amylase action. Rheological

properties , such as gelatinization viscosity. swelling pow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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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ty of irradiated starches were also investigated.

2. Immobi lization of microorganisms.

In a study of the production of Monascus-pigment , various

nutritional and environmental parameters , such as sources of basic

substrate , sample size , agitation , pH ,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establish optimal conditions for producing

Monascus-pigment. In addi tion , the effect of nutr、 ient

supplementation was also investigated for maximizing Monascus

pigment yield and productivity.

3. Radiation preservation of dried red pepper.

Dried-red pepper , whole and powdered types , was subjected to a

storage-study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packaging methods

(polycloth & PC/polyethylene , whole pepper; NY/PE-laminated film ,

powdered pepper ), temperature (ambient , 5"-10 °C) and irradiation

doses (0-10 kG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ications

1.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dried foods.

(a) Improvement of physical properties of soybeans.

Irradiation dose upto 10 kGy , where soaking and cooking times

were reduced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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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 igible changes of main components , subuni t patterns , thermal

stability and conformation of soybean proteins. In the soybean oil

extracted from irradiated soybeans upto 10 kGy ,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total lipid content , fatty acid

composition , acid value , peroxide value and trans fatty acid

content , as compared with nonirradiated one. The quali ty of oi 1

extracted from 5 to 10 kGy irradiated soybean was superior or

similar to that of the non-irradiated control. In the

microstructure of i rradi ated soybean seeds , changes in seed coat

and cotyledon structure and deformation of protein body and lipid

body structure were observed. Therefore , gamma irradiation (2.5-10

kGy) of soybean could resul t in improvemen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by reduction in cooking and soaking time as well as

improving nutritional quality and shelf-life by destroying

microorganisms and enzymes.

(b) Improvement of starch isolation process and physical proper

ties of corn starch.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teeping process of corn

grains , starch isol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isolated

corn starches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gamma irradiation led to a reduction in

steeping time (from 50 to 40 hr) and in concentration of suI fur

dioxide (from 0.8 to 0.2 %) during" steeping process. ThE! starch

yield gradually increased as irradiation dose levels increased. At

10 kGy , the starch yield of non-glutinous and "glutinous" c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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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by 27 ~ and 17 ~.’ respectively. Corn starches isolated

from gamma- i r‘ radiated corn grains had reduced blue value , water

binding capacity and swelling power , but had increased solubility.

alkali number and transmittance. No noticeable difference in color

values 'was observed between the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control and upto 10 kGy-irradiated samples.

Gelatinization viscosity greatly decreased as irradiation dose

levels increased. whereas breakdown ratio and setback ratio

increased. Increased susceptibility to a- and p-amylase hydrolysis

and higher contents of reducing sugar and glucose were also

observed as irradiation dose levelsin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 irradiated corn starch will· be applied to industrial

proces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in the

next year project.

2. Immobilization of microorganisms.

Red polyketide pigment formation by Monascu5 anka was examined.

Asmycelia grew into the pellet fo~m numbering between 50 and 300 ,

the yield of total and/or red· pigments were ~t “ high level. Optimal

conditions for pigment formation were found to -be' pH 6.0:

temperature , 25 "C; agi tation , 170 rpm; carbon source , 3 % rice

powder and incubation period , 8 days. Carbon sources were the major

factor on increasing pigment yield. 3 % rice powder (modified Lin's

media) produced pigments onthe maximum , whereas~' when grSater than

3 ~ of rice powder , 'the yiel~ Df pigment showed down pro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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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Tween 20 and diatomaceous earth were also effective on

increasing the pigment production. As a modifying agent , gelatin (1

%) was effective in producing higher concentration of red pigments.

Based on the results , the semicontinuous culture will be undertaken

for industrial process development of Monascus-pigment in the next

year project.

3. Radiation Preservation of Dried Red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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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in view of physicochemical and organoleptic aspects even

after 2 year of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Moreover ,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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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 장 서 트를
L.-

식생활의 다변화와 주거의 아파트화에 따른 가공식품의 비중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는 대량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공정과

품질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륙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보건당국과 식품업계에서는 위생적 식품생산에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채 국내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화학훈증제나 보

존체 풍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척인 살균j 살충 기술의 캐발은 국내외

식품산업에 있어셔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되어 온 식품저장， 가공 방법은 오

랜 역사와 더불어 개선되고 과학화되어 왔으나 나름대로의 한계성이 지

척되변셔 문제점율 해결하거나 보완힐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즉， 식품조사 (食品照射， Food irradiation}

는 식품의 가열이나 냉동에 버유될 수 있는 물리적인 처리방법으로서，

현재 식품공업에 이용되고 있는 어떠한 저장， 가공방법 보다도 50여년

동안 장기간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식품조사 기술은 1980년대

에 접어 툴면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윗받침과 세계적인 필요성의 새로

운 인식으로 국제기구 (FAO/IAEA/WHO)와 선전국 보건 당국 (FDA 둥)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마련을 위한 체 2 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먼저

1980년에는 감마선 조사식품의 건천성에 대한 국제기구인 조사식품 공동

전문위원회 (FAOI 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 JECFI)의 종합형가로서 n명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톡성학적으로 안천하며 영양학적， 미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n는 결론이 나왔으며 l} ， 여와 같은 결론은 국제적인 천문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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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l) ， 이와 같은 결론은 국제적인 전문학술

단체에 의해서도 검토된 바， 안전한 내용으로 명가되었다. 또한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는 JECFI의 추

천내용을 적국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논 조사식품과 조사시

설에 대한 Codex Standards 2 )률 채택하고 120여 회원국에게 활용을 권고

함으로써 각 국가별 관련 뮤정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허가 하고 있는 37개국중 70 % 이상이 ’ 80년대에 자

국에 필요한 법적규정을 마련 하였고3) ， l988년 제네바에서 FAO/IAEA

/WHO/UNCTAD/GATT-ITC 공동주최로 개최 된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용， 통

제 및 국제 무역”에 관한 회의에서는 57개국의 200여 정부대표 및 전문

가틀이 참석하여 식품초사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국제적 문서화를 이루었

다. 그 내용은 감마선 조사기술을 첫째， 식량의 간접 중산과 이용률 중

대， 둘째， 식품의 안천성 제고， 셋째， 국체무역에서의 검역 관리방안 동

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 International Document on Food Irradiation"

이다4) 또한 1992년 5월 WHO에서는 국제소비자연맹(IOCU)의 대표단과

식품조사률 반대하는 식품과학 및 식품화학전공 대학교수들의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적 적합성을 재확인하면

서 식품을 제조관리수칙에 따라 방사선 조사할 경우 인간의 건강을 해롭

게 하는 어떠한 성분변화나 이툴질이 생성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미

생물학적 위협성율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5)

최근 식품조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은 37개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이 중 25개국이 상업적 규모로 본 기술율 설용화하

고 있다. 1993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식품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시설

은 50여기 이상에 이르며，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인 조사시설도 약

20여기에 이르고 있다6) 륙히 식품조사에 대해 보수적이였던 영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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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및 향션료에 대한 ethylene oxide (EO) 처 리 허용기간을 1991 년 l

월 I 일로 종료시키고I 1991 년 2월 -13알 아후 부터 과설류， 채소류， 곡

류， 구근류， 향신료， 초미료， 생선， 어돼류 및 닭고기를 허용선량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조사식품의 수출입율 허용한 바 있다7) 또

한 미국 농무성 (USDA) 식품안천검사부(FSIS) 에서는 가금육에 대하여 식

인성 질병 예방율 워하여 1. 5-3 kGy의 상업적 조사률 승인하였고(1992년

10월 21 일 )8) , Florida의 식품조사 시설에서는 1992년 l 월 부터 양파， 토

마토， 딸기， 오랜지 쥬스， 버섯 풍의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업척 조

사가 계속되어 초사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9 ， 10) ’ 1993년 9월 부터

는 가금육에 대한 상업적 조사가 시작되어 III inoi s에서는 감마선 조사

닭고기 (labelled Irradiated chicken)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딴매되

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그 밖에 일본에서는 연간 15 ， 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로 유통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매

년 수섭반톤의 곡류가 천자선으로 살충되고 있다. 그 외 연간 l 만톤 이

상의 식품율 조사하는 주요 국가는 네렬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

에， 프랑스， 중국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12)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지원한 중소기업 (그런피아기술주

식회사)에 의해 1987년 6웰 경기도 여주에 상엽적 다목적용 방사션 초사

시 설 (60CO , 500 kCi)을 준공， 현재 가동중에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 연구

소에서 수행된 조사식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7 ‘ 1991 년 사이 3차례

에 걸쳐 총 18개 조사품목의 건전성 허가률 보건사회부로 부터 취득하였

다 (자료 o. 최근 건조식품 (향신료 동)에 대한 etyhlene oxide 훈중처

리가 금지된 후 (1 991 년 7월 I 일)， 본 시설을 이용하논 업체의 수가 크

게 증거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쩍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

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

감



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방법이 미비한 상항이므로 국내외의 삭품산업에

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자료 2, 3).

이와 같은 국내외 추세로 볼 때 식품조사의 살용화 잠채력은 크게 기

대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식품의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화학훈중

체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져되고 있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

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툴째， 식품조사 시설은 의료용품，

화장품류의 멸균풍 산업척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애 조사시

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률은 식품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요시할

것이고， 륙히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원료플 주로 수입하는 편의식품과 수

입식품에 대하여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므로 새로운 석품가공기술의 필

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확대

됨에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산업에서의 문제핵심분야의 대체기술 개발과

품질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어 그 기술의 이용확대 및

실용화 기반확충율 위해 수행되었다.

건조식품의 툴성개선연구에서 대두 (大효)논 높은 단백질 함량과 그

품철이 우수하여 쌀， 보리 둥 곡류률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는 충요

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왔다. 대두는 수확후 건조된 상태로 저장하면

서 칩지 및 가열과정을 거쳐 콩우유， 두부， 콩자반 또는 콩밥 동으로 가

공， 조리된다. 침지는 조칙을 연하게 하여 조리， 가공시 시간을 단축시

키는 효과가 있으며， 가열은 소화저해 인자 (trypsin inhibitor)나， 콩

륙유의 버린냄새와 관련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연하케 하여

기호성을 중진시켜주기 때문에 될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정이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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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시간방법은가공조리，및침지사용되어온현채 얼반적으로

빛침지장시간의이런롱례인데，것이삶는1-3시간침지후이상

손실과 대량으로 가공할 경우 에너지 및cooking방법은 다량의 영양소의

소모가 를 뿐 아니라 공장의 작업계획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

우l 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

노동력의

해결윷문제점이련따라서게 된다14)

감마따라서，문페로 설용화가 되지 않고 있다.풍의실용성나 경제성，

및연구결과인 수화

영양학적 (반백질

전년도연구에서는물성개선이용한 대두의션을

품질

cooking 시 간 단축효과를 바탕으로 감마선조사 대두의

및 지방질 성분) 안전성 명가 시험과 조사 대두로 가공된 대두유의

대두의 확핍토록 하이용의 최적조건을위한 감마선불성개선을형가로

였다.

A씨
。류곡세계전분의 추출공정 채선 연구에서 욱수수는또한 옥수수

뿐만아나라 제약l

퉁 욱수수 전분을 이용한 가공 제품의 종류

제지，식품공업에서차지하는 곡물로서산량중 2우l를

방적그혀
"0 -0 I플라스틱，A4 걷L

"0 II ’

1970'건에λ써 λ}cJ:~
。」。전분쉬옥국내달한다.이상에2 ， 000여종

증가되었고，922; 000 MIT으로 약 40배1991 년에는MIT이였으나23 , 219

차지하는생산량 (934 , 824 MIT) 중 옥수수전분이1991 년에 국내 총 전분

사용량은 약 1600만연중 공업용 옥수수의이르며，99 %에거의바올은

99% 이상정도만이 국내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톤으로 그 중 약 l만론

현행 옥수수 전분 추출공정그러나，있는 설정이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작업사용으로고농도아황산용액의{환경기준물질인많은 문페점에는

과다한침지공정으로장시간의고옹에서및건강장해와 환경공해자의

이러한 문제따라서소모와 낮은 전분추출 동)율 내포하고 있다.에너지

점을 보완 또는 해결하기 위해 감마션 조사로 옥수수천분 추출공정을 개

?J l::f
~τr선시킴으로써 전분추출시간의 단축으로 가공에너지 절약 및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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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시 침지공정에서 사용되는 환경기준 물질인 아횡산용액의 농도를 낮

춤으로써 작업자악 건강보호와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윷 천년도 연구결과에서 얻었다.

당해년도는 전분원료 올수수의 오염 유기체를 사멸시킴으로써 저장중

이틀에 의해 야기되는 천분원료 욱수수의 손실율 줄여 간접증산효과의

확인과 전분추출공정 개선을 위한 감마션 조사선량에서의 전분 추출율

증대 시험 및 감마션 조사푸 추출된 전분의 불리화학적 특성 멍가룰 수

행하여 차기년도 감마션 조사 전분의 가공적성 검토와 천분의 이용성 증

대방안율 마련코자 하였다.

유용미생물의 고정화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 화장품 동에 사용되는

인공 (합성)착색료는 발암성 동 공중보건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그

사용이 금지 빛 천연불질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펀연색

소충 식물계에서 carotenoid , chlorophyll , 곤충류에서 cochineal 색소

가 있으나 색깔과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았으며， 값이 비싸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점에서 미생물에 의한 잭소생산은 낮은 생산버로 대량

생산여 가농한 점과 자연적인 계절성을 타지 않는 둥 큰 장점을 갖고있

다.

미생물에 의한 색소생성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Monascus 숙의 적색

색소이다 . Monascus숙 곰팡이툴 이용한 국(Koji)은 중국대륙과 동남아에

서 옛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심홍색을 띠므로 홍곡이라하며 16) ’ 2차 대전

후 이 홍곡균 (Monascus속)을 가공육， 저1 과， 알코올음료， 청량음료， 유

제품， 아이스크렴， 수산연제품 (게， 새우의 모조품 퉁)챔 l 토마토케첩，

연양갱， 미과， 삶은 문어， 소금에 절인 연어알 동의 착색에 그리고 화장

품에 낼리 이용되고 있다17) 현재 일본 및 대만의 몇개 기업이 Monascus

천연색소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유용미생툴에 고정화 거 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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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와 같은 천연색소를 낮은 생산비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코져 하였다.

건고추의 장기안천 저장법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불의 가격안

정화와 수입대체 및 절감율 위한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로 필요시되어，

건고추를 통고추와 분말고추로 구분하여 포장재멸 및 저장온도별 품질

안전성 시험율 수행하여 장기안전 저장성율 확인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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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내용 빛 방법

1. 대두 (大豆)의 불성개선 - 영양학적 안전성 및 조직특성 시험

가.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대두는 식품가공 및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황잭대두(Glycine 뻐x: 함금품종)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료 대두는

1992년 11월 중순 캉원도 농촌진흥원으로 부터 제공받았으며，

수분함량은 11 % 내외였고， 콩 1 ， 000립 중량은 약 250 g 내외 였다.

나. 시료의 감마선 조사 (照射) 빛 저장

서료의 감마선 조사는 조사선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원통형 PVC

용기 (0 5 x H 8 em) 에 담고， 한국원자력 연구소내 선원 100 , 000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1 kGy외 선량률로서

2.5 kGy. 5 kGy , 10 kGy. 20 kGy , 40 kGy. 10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eerie cerous dosimeter을

이용하였고， 총 홉수선량의 오차는 ±5 % 내외 였다.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실온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다. 감마선 조사 대두의 단백절 특성시험

감마션 초사 대두의 단백질 특성은 감마션 조사직후 시료를 실협에

사용하였으며 모든 설협은 3회 반북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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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etone powder 조제

콩 (200 g)을 증류수 0.5 니에 침지하고 4 °C 에서 overnight 시켜

외피와 배아를 제거한 후 10 mM 2-mercapto ethanol (2-ME)을 함유한 63

mM Tris-HCI buffer (pH 1.6)을 가해 home mixer로 균질화한 후

설온에서 2시간 동안 쿄반하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균질액은 거즈로

여과한 후 원심분리 (2, 000 x g. 20 min14°C) 하고， 다시 거즈로

여과하여 크럼충을 분리하였다. Ethanol-dry ice bath 내에서 크림충이

분리된 단백질 추출액에 냉 acetone을 저어주면서 셔서허 가한 푸

원심분리 (2 , 000 x g, 5 mi n, 0 °C) 하여 단백질 침전물을 얻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단백질 침전물을 얻었다. 이 단백질

침천물율 다시 냉 diethyl ether을 가해 씻어춘 푸 감압여과하고

실온에서 건초한 후 마쇄하여 4 °C decicator 에 보관하면서 실혐에

사용하였다 18)

(2) 단백질의 추출

Acetone powder로 부터 단백질의 추출은 0.4 M NaC l, 10 mM 2-ME.

0.02 % NaN3을 합유한 3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1.6)로 4

℃에서 overnight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4 °C 에서 30 , 000 x g 로 20분간

원심분리하였으며， 그 상둥액을 단백질 추출액요로 사용하였다.

(3) Sucrose density gradient (SDG) centrifugation

감따선 조사에 의한 콩 단백질 구성 분획 (2S , 7S. 11S , 15S)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에서 추출된 단백질 용액율 10-30 % (w/v)

1inear sucrose gradient로 충율 형성시킨후 Hitachi RPS 40T rotor

%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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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면서 0.4 ml 의 각 분획율 얻었다.

(4) 단백질의 전기영동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으로 부터 얻은 각 감마선

조사군별 분획률의 만백질 분자량과 subunit조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천기영동율 수행하였다. 전기영동은 sodium dodecyl sulfate gel

electrophoresis (SOS-PAGE) 와 alkaline gel electrophoresis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고19) ’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단백질의 환원제인

2-ME의 존재와 부재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다2이. 전기영동후 gel의 염색은

0.1 %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을 사용하였으며 탈색은

methanol: acetic acid: H20 (1:0.7:8.3. v/v)혼합액율 사용하였다21)

(5)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SC) 측정

단백질의 옐 변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단백질 분획중 대두의 주요 탄

백질 분획언 7S , lIS 분획 시료률 사용하였다. 각 분획의 단백질 농도를

10 %로 조절한후 silver pan에 넣어 밀봉하였으며， reference 물질로는

단백질 용액에서와 같은 완충용액융 사용하였다. OSC 측정은 Difference

scanning calorimeter、 . (Seiko Model SSC 5000-0SC 100 , Seiko

Electronic Co. ， Japan) 를 이용하여 분당 1 "C 의 heating 속도로 25 "C 에

서 120 "C 까지 가열하면서 측정하였다.

(6) Circular dichroism (CD) 및 fluorescence spectra 측정

감마션 조사된 대두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률 조사하기 워하여 CD 빛

πω



fluorescence spectra 률 측정하였다. 0.04 %의 단백질 용액을 사용하

여 . CD spectra는 JASCO - J-500C spectropolarimeter (Japan

Spectroscopic Co .• Ltd , Japan)률 사용하여 195-250 nm의 · 파장애서 측

정하였고. fluorescence spectra (분광형광광도)는 실온에서 Hitachi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Model F-3000 , Hitachi Co .•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대두단백질의 amino acid 분석

Aceton powder로 부터 추출된 단백질 용액을 증류수로 3회 투석하고

동결건조시킨후 아미노산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분석은 6 N

HCI을 가해 115 DC 에서 22시간 산가수분해하여 아미노산자동분석기

(Hi tachi amino acid analyzer 835 , Japan)로 분석 하였다. 가수분해천，

대두단백질 분자의 free suI fhydryl· (-SH)기와 disulfide (-S-S一)가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자 방법을 사용하였다. 축， 하나는 8 M urea

와 20 mM iodoacetamide 가 함유된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였고， 다른 한 방법은 첫번째 방법에 2-mercaptoethanol을 30 mM

되게 첨가하여 전처리하였다.

(8) 반백절 정량

모든 실협에 사용된 시료의 단백질 함량은 Lowry 퉁22)과 Ross와

Schatz23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라. 감마선 조사 대두의 지방질 특성 시험 - 식용유의 가공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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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방질의 추출

바조사 및 감마선 조사된 대두시료는 지방질의 추출이 용이하도록 고

속분쇄기로 80 mesh 이하로 분쇄하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사켜 여과

하였다. 그 져방추출물율 evaporator 로 n-hexane 을 제거하여 지방시료

를 얻었으며， 이를 질소가스로 충천하여 밀펴l 한 푸 냉동보관하면서 시료

로 사용하였다.

(2 ) 산가 및 과산화물가

산가(AV) 빛 과산화물가(POV)는 AOAC24
) 및 AGCS 공정 법 25)에 따라서

유지의 산돼정도를 측정하였다.

(3) 점도

접도(vi scos ity)는 Brookfild viscometer (Model LVF-115V , Brookfild

Engen. Lab.Co. ， USA)로 측정하였다.

(4 ) 유전항수

유전항수 (dielectric constant)는 Food-oil sensor (Model Ni-21 A

Northern Instrument Co. ， USA) 로 측정하였으며， 유지내의 산화생성물에

의하여 유전함수가 변하므로 산화생성물 속에 존재하는 국성물질의 양으

로 값악 변화를 나타내었다.

(5 ) 유도기간

유도기간 (induction period)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Racimat method

(Metrohm-HERISAU)에 의하여 유지가 가열상태에서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휘발성 산화물을 증류수나 탈이온수에 포집하여 물의 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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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 변화로 그 값율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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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ir Flow Rate

Preheating

Sample mount

Metrohm - HERISAU

oil extracted from soybean 110 ·C

20 L I 1 hr

10 min

2.5 g

(6) 공액 야충산가

공액 야충산가 (Conjugated diene value)는 AOAC 공정 법 26)에 의 하여

Spectrophotometer (Model 342-2 , Cecil UK Instruments , υK)를 사용하

여 233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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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V = Conjugated Diene Value

K =Absorptivity by acid ester groups

ester: K = 0.07

ester: K = 0.03

As = Absorbance at 233 nm

bc =Oil concentration (gil) of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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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산 조성

각 시료의 지 방산 조성은 AOCS Gas Liquid Chromatography 방법27)애

의해 분석되었다. 유지시료는 가수분해되었으며 생성된 지방산은

Metcalf 동28)이 사용한 방법에 의해서 methyl ester화 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Gas Liquid Chromatography의 분석조건은 아래와 같다.

Operating conditions ofGas Liq~id Chromatography used for analysis

of Fatty Acids

Instrument

Detector

Column

Injection temperature

Column temperature

Detector temperature

Carrier gas , flow rate

Hewlett 5890 Packard Series II

Flame Ionization Detector

Supelco Wax 10

Capillary Col~mn 0.53 mm x 30 mm

280 ·C

230 ·C

280 ·C

He , 3 mI / min

(8) Trans 지방산 조성

방사선 조사시의 trans 지방산의 생성여부 빛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하

여 linoleic acid 의 methyl ester와 감마션 조사된 마두로부터 추출된

유지에 대하여 AOCS 공정법 29)에 의해 전처리를 하여 trans 지방산의 함

량율 측정하였으며 이 때의 분석조건은 아래와 같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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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conditions of Capillary Gas Chromatography used for

analysis of trans fatty acids

Column

Detector

Column temperature

Injection terperature

Detector temperature

Carrier gas

Spri t ratio

Supelco-2560 100M Capillary Column

Flame Ionization Detector

200 DC

240 DC

250 DC

Nz

98 : 2

(-9) n - -Hexanal 함량 측정

대두 (0.5 g)률 4 DC 중류수에서 16시간 수침후 껍절을 체거하고 4 DC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ice bath 상에서 glass homogenizer로 균질화 시

켰다. 균질액을 25 DC 에서 0분 및 60분 배양한후 Matoba 뭉30)의 방법에

따라 HPLC로 n-hexanal율 정 량하였다.

마. 감마션 조사 대두의 미세구조 관찰

감마션 조사된 대두조직의 미세구조는 먼저 주사형 전자현며경

(Hitachi S-450 SEM)올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즙， 대두시료의 표피내면，

자엽표변 및 자엽내부 단면 (0.5 mm)율 차례로 절단한 푸l 촬영하였다.

또한 대두자엽부의 세포조직은 double staining 방법에 의해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Model JEOL iUOCX-II) 으로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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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옥수수천분 추출 공정개선 연구

가. 시료

본 설협에 사용된 시료는 국내산 메육수수와 찰욱수수로서， 강원도 농

촌진흥원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메옥수수는 강원 재래종 (생산지:홍천군

통북면 선봉러) 으로 1993년 9월 하순에 수확하여 천일건조 (수분합량:

12 %범위) 한 것이며， 찰옥수수는 고성 재래종 (생산지:홍펀군 두촌면

자은리) 으로 같은해 8월 하순에 수확하여 천일건조 (수분함량: 8 %범

위) 한 것이다.

나. 시료의 감마션 조사 및 저장

시료률 선멸， 정선한후 선원 100 , 000 Ci Co ‘ 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

용하여 설온에서 시간당 1 kGy의 선량률로서 2.5 ‘ 10 kGy의 총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시료의 감마션 조사사， 흡수선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원통형 PVC 용기 (0 5 x H 8 cm) 률 서용하였으며， 홉수선량의 확인

은 ceric cerous dosimeter를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시료는 비조사 대

조사료와 함께 실온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다. 미생물 생육시혐

옥수수사료 5 g에 멸균수 95 ml를 가하여 30분간 shaking 한 뒤 그중

0.2 ml를 취하여 01 생물 생육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호기성 천세균

(total aerobic bacteria)은 APHA 표준방법 31)에 따라 plate count agar

(Difco , Lab)를 사용하여 30 °c 에서 1-2일간 배양한 후 집력율 계수하였

-41-



으며 , 효모 및 곰팡이 (yeast & molds)는 potato dextrose agar

(Difco , Lab)를 사용하여 멸균된 10 % tartaric acid로 pH를 3.5로 조절

한 후 명판법으로 25°C에서 5-6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32) 대장균군

(coIi forms)은 desoxychol ate agar (Oi fco , Lab)률 사용해 pour plate

mathod32)로 37°C에서 1-2일간 배양한 푸 적색의 집락을 계수하였다.

모든 미생물 검사는 3회 반북 실시하였으며， 단위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라. 천분추출시혐

욱수수 사료 200 g에 대해 0.2 % NaHS03 용액 800 ml를 가한 뒤. 50

℃에서 40시간 침지시켰다. 침지가 완료된 욱수수 사료는 증류수로 세척

한 둬 중류수 600 ml룰 가하여 Home Mixer 로 2분간 마쇄 ( fu 11 speed)

하였으며， 얻어진 전분유액은 70-345 mesh체로 연속적으로 결러 외피와

배아를 제거하였다. 글루텐은 4 °C 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원섬분리로 제

거하였으며， 회수된 전분은 다시 중류수에 현탁시켜 원심분리하여 현탁

액의 pH가 6.5-7.0 이 될 때까지 정제하였다. 정체된 전분액은

aspirator로 여과한 뒤 (Whatman No.1). 상온에서 2일간 건조사켰으며，

건조푸 100 mesh체률 통과시켜 통과된 전분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분시료의 최종수율은 건물량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갈이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천분추출율 (%) =
천분무게 (0. B. )

옥수수 시료무게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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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분의 이화학척 륙성 시협

(1) Blue value

Blue value는 Gilbert 와 Spragg의 방법33)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100 ml volumetric flask에 천분 4mg율 정확히 청 량하여 , 중류수

10 ml와 1 N NaOH 5 ml를 넣어 잘 분산시킨 후 boiling water bath에서

5분간 호화시킨다음 1 N Hel 5 ml를 가하여 중화시켰다. 이 용액에

potassium hydrogen tartrate 0.14 g을 첨가한 다읍 증류수를 가하여 약

90 ml 가 되도록 한 후 iodine 용액 (2 mg of iodine/ml ; 20 mg of

potassium iodide/ml) 1 ml룰 넣고 다시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 ml 로 정

용하였다. 잘 혼합한 후， 설온에서 20분간 방치하고 68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Blue value 값율 산출하였다.

Blue value =
홉광도 x 4

전분농도 (mg/l00ml)

x 100

(2) Alkali number

Alkali number는 Schoch의 방법 34)으로 측정하였다. 전분시료 500 mg

율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낳고 중류수 10 ml와 0.4 N NaOH 25 ml를 넣

어 찰 분산시킨 후. 95-100 °C 중류수 65 ml를 넣어 가볍게 흔든 다음

boiling water bath에서 I시간동안 분해시켰다. 분해가 필난축사， 얼읍

물에서 식힌 후 o °C 증류수 50 ml률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 용

액에 0.1 % thymol Blue 1 ml를 가한 후 0.2 N H2S04 용액으로 척 정 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지점을 end-point 로 하여， 다음과 같이 alk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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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률 산출하였다.

dry sample wt. (g)

(3) 물결합능력

천분의 불결합농력은 Medcalf 와 Gi lles 의 방법 35)으로 측정하였다. 시

료 0.5 g율 며 리 무게룰 축정한 30 ml 원심분리관에 넣은 후 증류수 20

ml를 넣어서 잘 분산시킨 다읍 15 rpm으로 l시간 동안 흔틀어 주었다.

이것을 3, 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푸， 상동액을 제거하여 침천

된 전분의 무게로부터 결합수를 계산하고， 처음 시료 전분과의 중량비로

부터 물결합농력을 산출하였다.

결합수 (g) x 100
물결합능력 (%)

시료무게 (dry basis , g)

(4 ) 팽윤력과 용해도

전분의 팽윤력과 용해도는 Schoch의 방법 36)에 따라 80°C 에서 행하였

다. 전분 0.5-g을 미리 무게를 측정한 뚜껑이 탈런 3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증류수 25 nil 를 가해 완천학 분산시켰다. 이것을 80°C water bath

에서 1시간동안 shaking한 후， 3, 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후 첨천된 전분의 무케를 칭량하고 (A ). 상동액은 모두 증발접시

에 옮겨 110 'c에서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남아있는 고형물의

-44-



무게 (B)률.측정하여 다음식에 의하여 팽울력과 용해도률 계산하였다.

고형물의 무게 (B) x 100
용해도 (%) =

시료의 푸게 (dry basis , g)

침전된 천분의 무게 (A) x 100
팽윤력

시료의 무게 x (100-용해도)

(5 ) 광투과도

전분 0.4 g율 20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중류수 200 ml를 가하여

0.2 % 용액으로 만돈 후. Hot plate 상에서 magneti c bar로 계숙 교반하

면서 각 온도에서의 팡루과도를 비색계률 사용하여 625 nm에서 측정하였

다.

(6) 천분의 색도 측정

추출한 전분의 색도는 Color/color‘ difference meter (Model N-IOOI

DP t Nippon Denshoku Kogyo Co. , Japan) 를 사용하여 Hunter 색체계의 L

값 (명도)， a값 (적색도}， b값 (황색도) 및 liE (총색차)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L. a , b 값은 각각 '90.6 , 0.4 및 3.3 이었으

며， 각 시료의 색도는 3번이상 반복측정하여 그 명균값으로 나타내었다.

(7) 아밀로그래프에 의한 호화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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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천분의 호화양상은 Brabender viscograph E type (톡얼

Brabender Co. ) 율 사용하여 Medcalf 와 Gi lles의 방법 37) 에 따라 다읍과

같이 행하였다.

천분시료용액 (메옥수수 8 %, 찰욱수수 5 %) 500 ml툴 1분간 교반시킨

후 Amylograph bowl에 넣어서 1. 5°C/min의 일정숙도로 25 °C 에서 95 °C

까지 가열하고， 95 ℃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 50 °C 까지 1. 5 °C/min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이와 갈이 하여 얻어진 아밀로그람으로 부터 호화개

...q 온도. 최고점도， 95 ℃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의 점도. 50 °C 에서의

점도， Breakdown ratio 및 setback ratio동을 구하였다. 호화개시온도는

커브가 20 B. U. 에 도달할 때의 온도로 나타내었다.

Breakdown ratio (%) =

Setback ratio (%) =

최저점도

최고점도

최고점도

최저점도

x 100 ) - 100

x 100

(8) 효소반웅시험

시료전분의 효소반웅시험은 액화효소인 Termamyl (Type LS) 과 당화효

소인 Promozyme율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액화시협의 경우， 전분

0.5 g윷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중류수 50 ml를 가한 후 Termamyl

0.5 ml (120KNU/g) 율 첩가하였다. 이것율 80 °C 수조에서 shaking 하면

서 4시간 동안 반웅시킨 후， 100 °C 에서 15분간 가열하여 반웅을 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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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당화효소의 경우에는 전분시료 0.5 g을 0.05 M ci trate buffer

(pH 5.0) 50 ml 에 잘 분산시킨 후. promozyme 0.5 ml (600 PUN/ml) 를

가하여 60 °e수조에서 4시간 반웅시켰다. 반응은 100 °e 에서 15분간 가

열하여 중지시켰다.

액화반웅과 당화반웅을 모두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의 방법으로

Termamyl을 사용하여 80 °e 에서 4시간 반웅시킨후， 농축 citrate buffer

(pH 5.0) 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0.05 M로 농도를 초정한후 promozyme

율 가하여 60 °e 에서 4시간 반웅사켠 다음 100
0

e 에서 15분간 가열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이때 얻어진 각λl료의 glucose 함량은 glucose 측정 kit (YSI Model

27 ,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원당 함량은 Somogyi 변법38)으로

측정하였다.

3. 유용미생물 고정화 시혐

가. 균주선발

천연 적색색소률 생산하는 곰팡이류인 Monascus anka DFCC 11832를 한

국종균협회에서 구입하여， 30 ℃에서 4-5일 동안 명판배지 (agar plate

용 배지)에서 배양한 후， 50 % glycerol용액을 가하여 포자현탁액을 제

조하였다. 채조된 포자현탁액은 -20 °e 에서 보관하면서 필요할때 마다

척정량을 취하여 실협에 사용하였다.

나. 배지조성

Agar plate용 배지 및 액체배양용 배지의 기본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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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r plate용 배 ~l 액체배양용 배지 (변형 Lin ’ s media)

sucrose
Yeast extract
casamino acid

NaN03

KH2P04

MgS04.7H20
KCI

FeS04.7H20
Agar

10%
0.3%
0.5%
0.2%

0.1%
0.05%
0.05%

0.001%
2%

Rice powder
NaN03

KH2P04

MgS04. 7HzO
Casam i no aci d

CaC!z.2H20

3%
0.15%
0.25%

0.1%
0.1%

0.001%

다. 배양조건 시험

최척 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워하여. 250 m! 의 삼각플라스크에 여러종류

의 액쳐l배양용배지 (50 m!)를 넣고 포자현탁액 1 m!를 접종한 다음， 각

기 다른 온도와 교반속도에서 8일간 배양하였다. 이 중 일정하게 나온

결과불 5개를 선택하여 미생물의 생육정도와 색소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랴. 색소 측정 -

50 m! 배양액에 80 %에탄올 150 m! 를 가하여 60 DC water bath에서 1

시간동안 진탕추출한 후 aspirator로 여과한 다음 그 여액의 흡광도률

390 nm (황색색소) 및 505 nm (적색색소)에서 각각 측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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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고추의 장기안천 저장시험

가‘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 91 년 경북 영양산 (개량종 영양초) 건고추

로서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통고추는 원형 그대로， 고추가루

는 상법에 따라 꼽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고추써가 약 30 % 포함되게 현

장에서 분쇄 제조하였다.

나. 시료의 포장， 감마션 조사 및 저장

통고추의 포장은 polyc1 oth sack(폴리마대) 단톡포장 시험군과

po lyethylene (두께 0.1 mm)으로 내부포장 후 산업적으로 대량 감마션

조사 및 저장시 미끄럽 방지 동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를

polycloth sack으로 재포장한 시험군으로 구분하여 포장하였다. 시료의

포장단위는 각 시험군당 10 kg 및 20 kg으로 포장하였다. 고추가루의 포

장은 접합포장재 (nylon 15 μm I polyethylene 100 μm 투습도 I 4. 7 g

I m2 I 24 hrs : 산소투과도， 22. 5 cc I m2 I 24 hrs) 를 이용하여 0.5

kg , 2 kg 및 5 kg 단위로 합기포장한 푸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포장된 통고추 빛 고추가루의 감마션 조사는 선원 40만 Ci 의 Co-60 상

업용 조사사설 〈그린피아기술(주)을 이용하여 시간당 300 Gy의 선량률

로 2.5 , 5, 7‘ 5 및 10 kGy의 훌수선량을 얻도록 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eerie cerous dosimeter 에 의하였다. 비조사 및 감마선 조사된

통고추는 설온 (3-30 °C I RH 50-95 %)에， 고추가루는 실온 (3-30 °C , RH

50-95 %) 및 저온 (5-10 °C) 조건에 각각 저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때 분석용 시료는 통고추의 경우 매시험 때마다 각 구당 200 g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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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를 취하여 휴지률 체거하고 피와 써 부분을 분러한 후 각각 30 mesh 입

차로 마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또한 피와 씨의 혼합분말의 조체는

피 5 g어l 써 1 g율 혼합하여 잘 섞은 후 설험시료로 하였다. 고추가루는

가루자체를 분쇄기로 채 따쇄한 후 30 mesh 입자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다. 미생불 생육시혐

통고추는 피와 씨를 분리하였으며. 고추가루는 그 자체률 시료로 사용

하였고， 각 시료 5 g에 살균된 0.1 % peptone수를 가하여 전량을 100 ml

로 하였다. 며생물 검사는 이 사혐액을 사용하여 3회 반복 실시하고 미

생물의 농도를 시료 g탕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먼저 호기성 천세균 (total aerobic bacteria)은 APHA 표준방법 31)에

따라 plate count agar (Difco , Lab.)를 사용하여 30 DC 에서 1-2일간 배

양 후 집락율 계수하였으며， 효모 및 곰팡이 (yeast & molds)는 potato

dextrose agar (Difco , Lab.)를 사용하여 살균펀 10 % tartaricacid로

pH률 3.5로 조절한 후 형판법으로 25 DC 에서 5-6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

였다32) 대장균군 (coliforms)은 desoxycholate agar(Difco. Lab.)률 이

용한 pour plate method로 37 DC 에서 1-2일간 배양한 후 적색의 집락을

계수하였다.

라. 이화학적 륙성시험

(l) 수분활성도 측정

고추의 수분활성도는 Humidit-IC II (Novasina , Swiss)률 이용， 3회

반북 측정하여 그 명균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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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saicin 안정성 시험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의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율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사약 (Fluka Chemic AG)을 공기 및 질소환경 조건하에서 감

마션 조사한 다옴 Trejo-Gonzalez의 분석조건에 따라 HPLC 로 분석하였

다39}

(3) 잭소 측정

고추의 고유색택을 내는 capsanthin의 분석은 Chen의 방법 40}에 따라

실험하였다. 즙 시료 0.1 g율 취하여 200 ml 의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200

ml acetone을 가한 후 상옹의 암소에서 4시간 방치. 추출한 후 여과하여

파장 460 nm에서 acetone율 blank로 하여 흡팡도를 측정하였다.

(4 ) 갈변도 측정

고추의 저장중 갈변도 측정은 Hendel 동의 방법4l}에 의하였다. 시료 1

g율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100 ml 의 증류수률 가한후 30°C 에서 2시간

방치， 추출， 여과하여 420 nm에서 증류수를 blank로 홉광도툴 축정하였

다.

(5) 색도 측정

고추의 기계적 색도는 앞서 옥수수전분의 색도 측정시와 동일하게

Color / color difference meter률 사용하여 L, a , b값을 각각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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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농척 명가

건초 통고추 및 고추가루에 대한 관능시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직후와

포장/저장조건에 따라 잭택， 매운맛 및 전반적 기호성율 명가하였다. 시

험방법은 고추가루로 콩나불 무침율 제조하여 수행하였는데· 8명의 남여

검사요원으로 예비실험을 통해 고추의 색택과 매운맛을 가장 잘 인석할

수 있는 recipe률 마련하였다. 축， 콩나물 100 g율 10분 동안 데치기 하

여 콩나툴 륙유의 콩바런 냄새를 제거하고 고추가루 2 g , 소금 1 g , 참

기름 0.5 g율 참가한 다음 잘 혼합하여 관농검사 요원에게 가장 좋은 것

은 6점， 가장 나쁜 것은 I 점으로 하는 6점 채점시험(scoring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42) 관농검사의 결과는 분산분석과 Duncan ’ 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각 시료틀 간의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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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연구결과 빛 고찰

1. 대두(大豆)대두의 불성개선 - 영양학적 안전성 및 조직륙성

가. 대두의 단백질 륙성 변화

(1) Sucrose density gradient fractionation

대두의 주성룹인 단백질의 감마션 조사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ucrose

density gradient fractionation 시협율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조사군이나 감마션 조사군 모두 2S , 7S , lIS 빛 ISS로 불리우는 4개의

주요 단백질 분획을 나타내었으며， 버조사군과 조사군간의 각 분획양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Fig , I).

비조사군 및 감마선 초사군의 2S , 7S , lIS 및 ISS 분획의 단백질 함량 구

성비는 각각 21-24 %, 25-28 %, 39-42 % 빛 10-11 % 범위로 대두의 주요 단

백질 분획인 7S와 lI S가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영향

은 특히 20 kGy의 고선량 조사군에서 약간악 변화를 나타내어， 7S와 lI S의

함량이 각각 28-25 % 및 42-40 %로 감소함과 더불어 2S 함량의 증가를 보

였다(P<O. 05)(Fig. 2). 이는 감마선의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7S

globulin 이 2S로 분해되고， lIS globulin이 15S로 옹고됨이 그 원인으로 생

각된다.

(2) 단백질의 전기영통상

각각의 Acetone powder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의 SOS-PAGE 전기영동상의 결

과는 Fig. 3파 같다. 모든 시험군에서 2-mercaptoethan이 (2-ME)존재시 ’2개

의 주요 단백질 분리대를 보였다. 그 중 하나는 7S globulin으로 a- , a '

와 l3-subunits의 3개의 소분리대를 보였고， 다른. 하나는 lIS globulin으로

m

ω



acidic과 basic subunits의 2개의 소분리대를 보였다.

2-ME 부재시의 SDS-PAGE 전기영통상은 분자량이 큰 intermediary

subuni ts (IS)와 IS 분리대 양쭉에 3개의 소분리대 축I 8-subuni t 및 a-와

a ‘ -subunits룰 나타내었다. 비조사군 및 감마선 조사군간의 SOS-PAGE상의

단빽질 pattern은 차여가 없었다.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에 의해 분획된 7S와 lIS

globulin율 2-ME의 존재 혹은 부재 조건에서 SOS-PAGE에 의해 분리하였다.

(Fig.4). 대두단백질의 가장 충요한 구성성분언 lIS는 2-ME 존재시 적어도

4개의 acidic subunits (AS 1, 2 , 3, 4)와 3개의 basic subunits (BS 1, 2 ,

3)을 나타내였다. 또한 대두단백질의 주요 성분중의 하나인 7S도 모든 시료

에서 분명한 3개의 소분리대 죽. a- , ι- 와 8-subunits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Mori 둥43)과 Utsumi와 Kinsella의 보고44)와 유사하였다.

Alkali urea gel 천기영동에 의한 7S와 lIS 성분의 subunit구생율 살펴본

결과는 Fig.5와 같다. ·2-ME의 존재와 부채시 모두 7S와 lI S의 소분리대의

양상은 버조사 빛 감마선 조사군 사이에는 야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전기영동상에서의 결과로 볼 때 20 kGy 까지의 감마션 조사된 대

두는 비초사대두의 단백질과 동일한 subunit 구조를 나타내어 단백질의

pattern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OSC 변화

단백질의 변성온도는 반백질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요며， 단백질의 열분석

은 주로 DSC 측정에 의한다. 비초사군 및 감마션 조사군의 대두단백질 축，

10 % 단백질용액의 DSC thermogram은 Fig.6과 같다. 모든 사료에서 변성온

도가 79 °c 부근인 7S globulin 과 95 °c 부근인 lIS globulin의 열변성온도

(Td)는 감마션 조사에 따른 영향이 없었으나， 변성 enthalpy (b.H)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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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륙허， 20 kGy조사군은 비조사군에 비해 유의척인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P<0.05)(Table 1).

이는 대두의 감마선 조사가 대두단백질의 열안정성에는 큰 영향율 주지

않았으나 (유사한 Td값) , 고션량에서는 열변성되기 위운 형태로 단백질의

구조거 다소 변형되었음을 시사하였다 (~H의 감소).

(4) CD 및 fluorescence spectra 변화

대두의 감마션 조사에 따른 단백질의 2차구조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CD spectra 를 측정한 결과는 Fig.7， 8과 같다. 10 kGy까지의 조사는 7S와

l1S 모두 CD spectrum 상에서 비조사군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20 kGy

의 고선량조사군에서는 7S와 lIS 모두 spectrum의 변형을 나타내어 단백질

의 2차구조에 약간와 변화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DSC 결과와도

잘 일;i.l 함을 알 수 있었다.

FI uorescence spectra에 있어서는 비조사군이나 감마선 조사군의 7S와

l1S 구성성분 모두 최대파장이 각각 334-336 nm 와 335-336 nm 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intensity 에 있어서는 20 kGy 조사군이 버조사군 및 10 kGy

야하의 조사군에 비하여 분명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lIS 가 7S

보다 더욱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아는 7S globulin은

sulfhydryl 기나 disul fide bond를 갖지 않으나. lIS globulin은 21개의

disulfide bond와 2개의 sulfhydryl기가.존재하기 때문에 고선량의 감마션

조사에 의해 disulfide 나 hydrogen bond의 붕괴 및 절단， 축합과 충합 동

의 분자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러한 결과는 대두의

불성개선 선량 이상의 고선량 초사는 대두단백질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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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두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

대두는 곡류률 주식으로 하는 우라 식생활에서 단백질과 륙히 일반적인

곡류의 제한 아미노산인 lysine의 주요 급원이다. 본 실험에서 먼저 종피를

포함한 대두에 합유된 단백질의 구성 아미노산 17종율 정량하였으며， 총 아

며노산 함량은 비조사군과 2.5 kGy 조사군이 39.9 %, 5 kGy-20 kGy 조사군

이 41. 0-41. 6 %였다. 대두의 아미노산 조성율 살펴 보면 산성 아미노산인

gl utamic acid가 8.2-8.7 %로 가장 옳았으며， 다음으로 aspartic acid가

4.4-4.7 % 였고， prol ine , leucine , serine , arginine의 순으로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반면 합황아미노산인 methionine 과 cysteine은 각각

0.058-0.342 % 빛 0.291-0.530 %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어 기존에 보고된 국

내외의 대두 아미노산 조성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두의 아미노산

함량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영향은 합황 아미노산인 methionine과 cysteine

여 조사선량의 증가와 함께 유의적인 감소률 나타내었다 (Table 3).

일반적으로 함항아미노산이 감마션 조사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조사된 대두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여 sulfhydryl (-SH)기， di suI fide

(;-8-8-)기률 정량하기 위해 앞의 실험방법에서 언급한 전처리를 행한 후 아

미노산을 분석하였다 (Table 4, 5). 40 kGy 까지의 감마선 조사는 버조사군

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고선량인 100 kGy 조사군에서는 free -SH기가

이온화에너지에 의해 -8-8- , -8H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8-8- 결합이 생성되

었으며， 이로인해 free -8H의 함량비는 감소된 반면 -S-S- 결합비는 다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0 kGy 조사군에서 tyrosine 의 유의적인 감

소비를 나타내였다. 본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도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J 10-50 kGy 조사된 벌45.46) 과 반 건조된 (40 % 수분합유)

새우47)의 2.5 kGy 조사는 총 단백질과 총 아미노산 함량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밀에서는 앨부 아미노산의 손상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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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단백질에서 sulfhydryl (-SH)기와 disulfide (-S-S-)기는 분명히 초사

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Khat tak 퉁50)도 대

두와 폭류에 5 kGy 조사로서 합황아미노산이 불안정함율 보고하였고，

Abdel-Rahim 퉁51)도 broad beans에 5 kGy까지의 조사는 methionine ,

cysteine , arginine , phenylalanine , lysine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으나，

Nene 풍52)은 10-30 kGy 조사된 red gram 콩에서 methionine은 감자할 수 있

율 정도의 손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조사된 곡류나 대두의 소화윷 및 영양이용률은 비조사군에 비해 증가되며，

이는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부분적 분해로 소화효소 작용어 용이해 지고

trypsin inhibitor‘와 같은 항영양인자의 부분적 파괴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2) 따라셔 대두의 불성개선 선량인 10 kGy 이하의 감마션 조

사는 대두 단백질의 영양척 륙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 대두의 지방질 륙성 변화

(1) 대두유 (大豆油)의 이화학적 품질 명가

대두의 불성개선 선량에서의 유지의 이화학적 륙성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6과 감다. 먼저 산가 (acid value)의 경우 비조사군이나 감마션 조사

군 모두 0.2-0.3 범위로 감마션 조사에 따른 산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과산화물가 (peroxi de val ue)에서는 비조사군과 5 kGy 조사군까지는 0.6

meq/kg oi I 이었고， 10 kGy에서는 0.8 meq/kg oil로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

어 식물성유 륙히， 대두의 겸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방성분의 산패가 거

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전항수 (dielectric constant)를 측정한 결과는 버조사군의 경우 1. 76

아던 것이 10 kGy 조사로써 1. 48로 감소하였고， 점도 (viscosity) 도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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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로쩌 다소 감소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유도기간 (induction period)을 측정한 결과는 비조샤군이 5.21시간. 2.5

kGy 조사군이 8.15시간. 5 kGy 조사군이 11. 9시간. 10 kGy 조사군이 9.6시

간으로 감마선 초사에 의해 유도기간의 중가률 보였으며 륙히， 5 kGy 조사

군에서는 비조사군에 버해 약 2배정도 유도기간이 연장됨을 보여， 유지추출

후 저장， 유통동안 유지의 자동산화의 지연효과가 기때된다.

공액 이중산가 (conjugated diene value)의 겸우 버조사군이나 5 kGy조사

군까지는 0.10-0.11 범위로 차이가 없었고. 10 kGy 초사군에서는 0.15로 다

소 중가된 값율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틀로 볼 때 10 kGy까지 초사된 대두로 부터 추출된 대두유는

이화학적 품질륙성에서 벼조사군과 유의적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특

히 대두유 산꽤과정의 유도기간을 연장시켜 대두의 저장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Piccini 퉁53)도 seafoods의 감마션 조사는 저장중

지방산화의 안천성이 버조사군에 비해 더 높음을 보고하였고， Char1g 퉁54) ，

Whitehair‘ 퉁55)과 Greene 과 Watts56
) 도 조사된 meats에서 지방절 산화의

안천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Diehl 57 )은 단백질과 단백질-탄수화물

interaction products는 방사선 조사시 항산화력을 갖케하여 대두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지방질 산화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2) 지방산의 조성

감마선 조사된 대두에서 추출된 총지방질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7과 같

다. 주요 구성 지방산으로는 linoleic (1 8: 2) 이 52.53 - 52.83 % 로 가장

많았으며 . oleic (1 8:1)이 약 20.69 - 21.이 %. pa Imit ic (16:이이 9.63 

10.08 %. linolenic (I 8:3)이 9.62 - 9.96 %, stearic (1 8:0)이 3.72 

3.96 %. arachidic (20:0)이 0.30 - 0.37 %의 순으로 윤 퉁58)과 김 둥5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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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대두의 지방산 조성에 대한 보고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대두의 지방산 조성의 변화는 본 설혐에서 물성개선을

위해 사용된 10 kGy까지의 조사선량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Hefez 동60)의 보고와 잘 일치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방질

분해는 natural 지방질이 model system의 경우 보다 더 복잡한데， 이는

natural 지방여 단백질， 탄수화물 동의 다른 성분틀과 결합함으로써 감마선

조사에 따른 지방질의 안정성율 높여 준다고 한다56.61) 일반척으로 곡류나

oil seeds에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지방에 어떤 영향율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밀가루에 100 kGy의 감마선 조사는 불포화 지방산과

carotenoids. tocopherols의 함량율 감소시켰으며62) ’ 대두유에 60 kGy의 감

마선 조사는 linoleic acid를 분해하여 C17 : 2와 C16 : 3을 생성시키며 oleic

acid로부터는 C17: 1. C17:3 과 C16 : 4와 탄화수소들을 생성하였다고 한다63)

(3) Trans 지방산의 생성

식품내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cis형으로 존재하나 경화과정에서 불포화Al

방산의 이중결합이 cis형에서 trans형으로 입혜이성화가 일어나며， 이는 유

지의 품질명가 및 생리적 기농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대두유의 trans 지방산의 생성율율 보면 비조사군이나 조사군 모두 C18:0가

1. 49 - 1. 58 %, CI8 : l은 6.5 - 6.9 %, C 1 8:2는 10 kGy 조사군만이 0.15 % 정도

로 미량 생성되었고. C18 : 3은 비조사군이나 조사군 모두 trans 지방산은 생성

되지 않았다 (Table 8). 한편 감마션 조사에 따른 trans 지방산의 생성유무

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methyl linoleate에 감마션을 조사

했을 때에도 trans 지방산의 생성은 없었다 (Table 9).

이상악 결과로 볼 때 대두의 물성개선을 위한 감마선 조사선량 (1 0 kGy

이하)은 유지의 품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력 산화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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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율 높일 수 있율 것으로 사료된다.

(4) n-Hexanal 함량 변화

n-Hexanal은 유지(油짧)의 주된 이취성분의 하나이며， 이는 불포화지밤산

륙히 linoleic acid 의 hydroperoxidation에 의해 야기되는 물질로서30} ，

대두에 있어서 1inoleic acid 빛 그 밖의 불포화지방산 (cis , cis-I ,

4-pentadiene moiety)의 hydroperoxidation은 lipoxygenase에 의해 촉매된

다고 알려져 었다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대두의 n-hexanal 함량 변화는

Table 10과 같다. 먼저 비조사군과 저선량조사군 (I OkGy)의 n一hexanal 함량

율 비교해 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1i poxygenase 활성이 저해됨에 따라

n-hexana1 함량이 점차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선량조사군

(20-100 kGy)의 경우에는 그 함량이 점차로 높아져， 100 kGy에서는 비조사

군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Hafez60 )는 감마션조사션량과 1ipoxygenase 활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

에서， 조사선량과 1ipoxygenase 활성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륙히 100

kGy에서는 1ipoxygenase 활성이 71 %나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선량

에서의 n-hexana1 생성은. 1ipoxygenase 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

에 의한 불포화지방산의 산패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 대두의 미세구조 변화

감마선 조사대두의 침지시간 및 cooking 시간 단축효과는 초서대두의 조

직구조변화와 반드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자현미경으로 대두의

조직율 관찰하였다. 먼저 대두의 수분흡수 속도는 대두표피와도 관련이 있

는데 Fig.9는 SEM으로 대두표피 내부 (seed coat inner)를 관찰한 것으로

바조사 대두는 표피내면 푹’ ‘유초직 (parenchyma)이 치밀하고 변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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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느슨합과 변형됨을유조직의조사 대두에서는았으나 20 kGy

aleuronesurface)중(cotyledon자엽표면부조사대두의감마선Fig.tO은

유조직에서와 동일하게 감마션 조사군은 조직cell율 관찰한 것으로서 앞의

확대한 표변주름의8 ， 000배로륙허느슨함과 변형율 불 수 있었고，세포의

자엽표면부의

(자엽표면에서 내부로 0.5 mm 부

Fig.II 은있었다.

compressed cell s과 cotyledon epidermis

분)를 SEM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A
T알며격있슴율명확하게굴곡이

두 세포틀 모두 마세구

이러

수칩시 수분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으로 생

자엽표면부의표nl 빛조사대두에서감마선나타내었다.조의 변형을

한 구조적 변형이 대두의

각된다.

자엽세포또한 Fig.I2는 비조사 및 감마션 조사된 대두 (raw mated al )의

비조사subcellular 구조를 TEM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감마션 조사대두는의

roundness가 변형protein body 의증가와 더불어조사선량의비해대두에

bodyLi pid나타내었다.방사형을membrane이bodyprotein되었고

특히나타내었고，round body를버해 더 작은비조사군에(spherosome)는

알 수 있었변했슴을다소 롭니 형태로고선량조사로 cell wall이20 kGy의

다.

10시간 수침후 TEM으℃에서조사 대두를 20바조사 빛 감마선Fig.I3은

모든 수침한 대두 며세조subcelluar 구초를 관찰한 것이다.로 자엽세포의

인한 protein body의 팽창」‘ l::Ji'r A~
TτC'1등rτ‘.x.비해직에서는 원료 대두 미세조칙에

수가 감소하였spherosome 의。l 上=
/니‘ '-

해재사
」

에이사
V
J띠

L
Un•

밍
mn

r고쨌。
를

비해 protei n body7} 더 많은비조사 대두에조사 대두는또한 감마선다.

에서areabodylipid넓어졌으며，면적이팽창하여인해로수’뽑
AT

wall과

이러한 미세

cell

조사 대두에서의

증가하였고，(electron-opaque)가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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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초악 관찰 결과는 감마선 조사 대두의 빠른 수분흡수와 관련된 것으로 생

각된다.

Fig.14논 비조사 및 감마션 조사대두의 20분 cookin응 후 자엽세포의

subce 11 u1ar 구조를 TEM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감마선 조사 대두는 벼조사

대두에 비해 protein body의 roundness가 상실되었으며 protein body

membrane은 spike 형태를 보였고， lipid body는 degradation 되어 large

clumping 형태를 나타내었다. 감마션 조사 대두의 이러한 며세구조의 변화

는 cooking 시 빠른 cooking 속도와 찰 얼치되며， 앞선 연구결과에서 감마

션 조사 대두의 수분흡수 및 cooking 시간 단축 결과를 잘 뒷받침 해 주었

다.

2. 옥수수전분 추출 공정개선 연구

가. 욱수수 사료의 미생물 오염도와 감마선 살균효과

옥수수의 건조방법은 주로 일광노천 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초후

에는 보똥 polycloth 마대에 담아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장충 대

기 환경조건에 의한 홉습 빛 탈습. 해충 및 미생불， 특히 곰팡이류의 발

생 둥으로 품질의 열화와 비위생화를 초래하며， 특히 미생툴의 놓은 오

염은 식품가공의 부원료로 사용시 최종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정성에 큰

영향율 줄 수도 있다. 욱수수의 미생툴 오염은 생산지에서 수확， 건조.

져장， 가공 유통중에 주로 오염되며， 본 실험에 사용된 옥수수 시료의

미생불 오염도는 Table 11과 같다.

먼저， 비조사 찰옥수수 사료의 미생불 오염도는 호기성 천세균이 6.3

X 103 CFU/g , 곰팡이가 1. 5 X 106 CFU/g , 대장균군이 4.8 X 102 CFU/g 정

도로서， 옥수수의 저장중 손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곰팡이류의 오염이

가장 섬각함율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5 kGy의 감마션 조사로 오염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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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수를 1/2 이상 감소사킬 수 있었으며， 일반세균과 대장균수도 검출

한계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특히 5 kGy 이상의 조사로 모든 미생

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었다. 메옥수수의 경우에는 찰욱수수보다 미

생불 오염도가 낮았으며， 1 kGy의 조사로 모든 미생물의 생육율 검출한

계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로 저장충 곰팡이의

생육에 따른 20-30 % 이상의 원료 육수수의 손설과 폭소생성에 따른 식

품 위생상의 문제점 및 전분추출후의 품질저하 둥 여러 문제점틀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 옥수수전분 추출시 험

옥수수와 배유는 조직이 연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분상질부분과 전

분과 단백질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초자질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65)

따라서 욱수수전분의 생산에는 욱수수를 50-60°C 의 아항산 용액에

40-50시간 침지시켜 분리하는 습식도정법이 이용되고 있다66) 아황산침

지는 옥수수를 부드렵게 하여 nt쇄효율을 높이며， 전분과 단백질의 분리

룰 용이하게 하고. 잡균의 오염을 방지하는 동 많은 장점올 가지고 있다

67) 이중 전분과 단백질의 분리효율을 중대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며， 그 작용기작을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H2S03 섭 H+ + HS03-

RS-SR + HS03- • RS • S03- + RSH

륙， 중아황산 ion (HS03-)이 단백질의 S-S결합과 반웅하여 단백질 분자

률 절단해， 물에 용해되기 쉬운 단백질인 thiosulfide 를 생성함으로써

분리효율을 중대시키게 되는것이다. 또한 아황산 침:Al 중 아황산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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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정도로 감소하면 젖산균의 생육이 급격히 증가하여， 젖산을 생성

하게되며， 생성된 젖산은 침지액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미생물 오

염율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배유부 반백절의 가용화를 촉진시켜 첨 ~l효과

를 놓이며， 젖산균이 분비하는 protease 또한 단백질과 전분의 결합력을

약하게 하는 작용율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아황산 침지법은 옥

수수 천분추출 공정에서 가장 충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침지초

건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68-71 )

전년도 과제에서는 침지시간 단축파 환경기준 툴질인 아환산 용액의 농도

률 감소사킬 목적으로 감마선 조사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10 kGy의 감마선 조사로 침지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

축시킬 수 있었으며， 아황산 용액의 농도도 기존 0.8-1. 2 % 에서 0.2 % 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따라샤 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천분추출 시험윷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먼저 메욱수수의 경우， 시료 2000 g에 대한 비조사군의 전분수율은 544 g

이었으며 I 2 kGy의 감마션 조사로 최고의 수율인 748 g의 전분을 추출할 수

있었다. 2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그 수율야 2 kGy 때보다는 다소 감소하였

요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I 10 kGy에서는 693 g으로 비조사군

에 비해 27 % 나 수율이 증가하였다. 찰옥수수의 경우도 메옥수수와 버슷한

경향율 나타내어， 2 kGy의 감마선 조사가 최고의 수율을 나타냈으며， 10

kGy에서는 17 % 의 수율 증가률 나타내였다.

2 kGy에서의 높은 수율은 젖산균의 생육과 밀접한 판계가 있다고 사료되

며，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젖산균의 생육이 어노 정도 저해되나， 감마션 조

사에 의해 육수수 구조의 부분적얀 파괴로 전분추출이 용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울이 계숙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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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분의 이화학적 륙성 변화

(l) Blue value

Blue value는 전분시료중의 amylose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감

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천분의 blue value의 변화는 Fig.15와 같다. 먼저 메

육수수의 경우 2 kGy의 감마션 조사로 blue value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여 10 kGy에서는 바조사구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찰욱수수의 경우에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의 요오드 결합력

이 감소한다는 Whistler와 Ingle의 연구보고η)와 잘 일치하였다.

(2) Alkali number

감마션 조사선량에 따른 천분용액 (5 %)의 alkali number를 측정한 결과

는 Fig. 16과 같다. Alkal i number는 천분의 terminal aldehyde group 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값의 증가논 전분 chain의 부분적인 파

괴를 의며하게 된다. 메옥수수의 경우， 비조사군의 alkali number는 13.28

이었으나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계속 중가하여， 10 kGy

의 경우에는 18.27율 나타내었다. 찰욱수수의 경우에도 거의 같은 경향율

나타내었으며， 륙히 10 kGy의 감마선 초사로 alkali number가 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의 분자구조가 부분적으

로 파괴됨을 서사하는 것이며73 ， 74) ’ amylopectin 합량이 높은 천분일수록 그

영향이 현저함율 알 수 있었다.

(3) 광투과도

감마선 조사선량과 온도에 따른메욱수수 및 찰옥수수 천분의 광투과도 변

화는 Fig.17과 겉다. 메욱수수는 70 DC률 넘어서면서 서서히 광루과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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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시작하여 90 DC 이상에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루과도도 현저히 증가하여 10 kGy의 겸우 100

℃에서 62.8이라는 높은 수치률 나타내었다 (Fig.17). 온도에 따른 찰옥수

수의 팡투과도 변화양상은 메옥수수와는 달리 70°C에서부터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였으며 85 DC 이상에서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찰옥수수의

감마선 조사영향은 메옥수수보다 더욱 현저하여， 75 ℃에서부터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10 kGy조사시료의 경우 100 t에서 92라는 매우 높은 광투과도

률 나타내었다 (Fig.17).

이와 같이 베옥수수와 찰육수수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비혜척으로 광투과도가 증가하여， 투명도가 높은 전분 fi 1m 제조시나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있어서 크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4) 불결합능력

메욱수수 천분의 물결합농력은 비조사군의 겸우 93.7 % 로 높은 수치률

나타내었으나， 0.5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그 값이 80 % 로 크게 감소하

였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결합능력은 서서히 회복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완전히 회북되자는 못하였다 (Fig.18).

촬욱수수의 경우에는 메옥수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결합농력을

나타내었으며， 감마션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 양상은 메옥수수의 겸우와 거

의 유사하였다. 즉， 비조사군의 경우 110 %, 10 kGy조샤군의 경우 108 % 정

도로 감마션 조사에 의해 물결합농력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0.5 kGy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Fig.I8).

(5) 팽윤력과 용해도

감마션 조사에 의해 욱수수 전분의 팽화력은 감소하는 반면， 용해도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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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증가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먼저 메육수수 천분의 경우 80°C 에서의

비조사군의 용해도는 2.38 % 인데 반해， 10 kGy 조사군는 4.04 % 로 감마선

조사선량여 증가합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였으며 (Fig ， 19) ， 팽훈력은 10

kGy 이하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애 따라 다소 중가하는 겸향을 나타내였

으나J 10 kGy에서는 11. 27로 바조사군에 벼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Fig, 20). 찰육수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10 kGy의 감

마선 조사로 용해도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Fig.19 )， 팽윤력은 점차로 감

소하여 반정도의 낮은 수치률 나타내었다 (Fig 20). 여러한 결과는 다른 연

구결과률과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75， 76) Radley는 욱수수전분에 높은

선량의 감마선 (I, OOO kGy)을 조사했을 경우 팽윤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으

며， 그 반면， 찬물에는 완전히 용해되어 유백광의 용액을 형성한다고 하였

다77) 쌀 전분의 경우에도 5-15 Gy의 감따선 초사로 점도와 팽윤력이 감소

하며 , 용해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6) 전분의 색도

감마선 조사 옥수수로 추출한 천분의 색도를 Hunter L. a 빛 b 값으로 나

타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메욱수수 전분의 경우) L값 (명도)은

94.7-95.8의 범위로 비조사군과 조사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적색과 돕잭의 범위를 나타내는 a값 (적색도)은 모든 사혐군에서 ( - )값

으로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항색파 청색의 범위를 나타내는 b값 (황색도)도 a

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찰욱수수의

경우에는 5 kGy까지 L, a. b값 모두 비조사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0 kGy 초사군은 황색도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L값 (명도)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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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mylograph에 의한 호화 륙성

Table 14는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메옥수수 전분 (8 %)과 찰욱수수 천

분 (5 %) 의 amylograph 륙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선량에 따라 전분의 물

리척 륙생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메옥수수 천분의 경우i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화개시 온도와 peak시 온도가 점차로 낮아쳤으며， 최고점

도는 물론， 95 ℃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의 점도 및 50°C 점도도 크게 감

소하였다. 륙히 10 kGy의 경우 비조사전분에 비해 최고점도가 2배 이상 감

소했으며. 95°C '30분후의 점도도 7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breakdown rat i0와 setback ratio는 크게 증가하였다. 찰옥수수 전분의 호

화륙성율 살펴보면， 조사선량에 따라 호화개시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최고점도， 95 'c 30분 점도. 50°C 냉각점도는 크케 감소하였으며， 감

소율율 메옥수수의 경우보다 더욱 현저하였다. 죽， 10 kGy의 감마선조사로

peak점도， 95°C 30분 점도， 50°C 냉각점도가 버조사군에 비해 각각 9.3

배 t 20배. 16.8배씩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alkali number 및

팽윤력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amylopectin 빛

amylose의 분자구조가 부분적으로 파괴됨을 알 수 있었다. Bhatty 와

Macgregor78J가 수행한 쌀보리 (hu11 ess bar! ey ) 천분의 연구에서도 본 실혐

의 결과와 같이 감마선조사 (lOO kGy) 에 의해 viscoamylogram 의 성질이 거

의 없어졌으며 amylose 와 amylopectin 의 분차량이 2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천분악 물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조사선

량올 조절함으로써 불성변화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륙히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점도의 감소는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전분가공제품

의 고농도 사업의 가농성을 시사해줄 뿐만아니라， 가공전분 (modi fied

starch)의 대용품으로서도그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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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분용액의 효소반웅

Table 15는 천분용액 (I %)의 효소반웅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현재 전분

당 제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액화효소 (Terminal) 및 당화효소 (Promozyme)

률 사용하여 환원당 함량 및 포도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먼저， 메옥수수와

찰욱수수 전분용액에 액화효소를 반웅시켰을 때 감마션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환원당과 포도당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요며， 특히 10 kGy 이상의 감마

션 조사로 메옥수수와 찰옥수수의 환원당 함량은 각각 20 %, 40 %씩 증가하

였고， 포도당 함량도 각각 16 %, 33 % 증가하였다. 당화효소인 promozyme과

반웅시켰을 경우， 환원당 함량을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

나 포도당 함량은 찰옥수수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을 뿐 메옥수수는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액화효소와 당화효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감마션 조사션량의 중가

에 따라 메옥수수와 찰옥수수의 포도탕 함량은 각각 21 %와 10 %씩 증가하

여 캄마선조사에 의해 포도당의 수율은 물론 그밖의 전분당의 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red gram 천분을 사용한 Nene의 실험결과79)와 잘 일치

하였으며 Ananthaswamy 퉁80)도 밀 전분의 연구에셔 감마션 조사에 의해 용

해도의 증가， chain 길이의 감소 및 amylolysis 감수성의 증가를 보고하였

으며， 이는 천분의 구조적 따꾀보다는 glucosyl 결합의 파괴에 그 주된 원

인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Bhatty 동삐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maltose의 수

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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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용미생물 고정화시험

가. 최적 배양조건 시험

(I) 펠렛수의 영향

액체배양시 사상균 곰팡이의 성장패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축， 성장중 서로 엉겨셔 구형의 헬렛 형태률 이루는 것과 펠표나 잡초같

이 사방으로 곧게 뻗쳐 방사상 형태률 이루는 성장돼턴이 있으며， 이러

한 성장돼턴은 배지의 조성 I pH 및 미생물의 접종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Monascus anka의 경우， 배양액 50 ml 당 포자가

3007H 이하일 때 펠렛을 형성하였으며， 이 때 펠렛의 직경은 포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Fig , 21). 특히，

포자수가 50 ml 당 3007H 이상일 때에는 성장돼턴이 방사상 형태로 되어

잭소생산이 불규칙하였으며， 형성된 펠렛의 직경이 너무 큰 경우에도 영

양소와 산소의 이동에 제한을 받아 색소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펠렛수 50-15078 , 펠렛 직경 4 mm정도가 색소생산에 가장 척합함을 알

수 있었다.

(2) 배지조성

배지조성이 색소생산에 어떠한 영향율 미치는가률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3종류의 배지를 사용하여 색소생산량을 비교검토하였다 ( Fig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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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배지 Li n ’ s media Modified Lin's media

Rice powder 3% Rice powder 3% Rice powder 3%

NaN03 0.15% NaN03 0.15%
KHzP04 0.25% KH2P04 0.25%
MgS04.7HzO 0.1% MgS04.7HzO 0.1%

casamino acid 0.1%
CaC1 2.2HzO 0.001%

우선， 쌀가루배지는 초기 성장률이 높아 배양 2일째 부터 색소를 생

성하기 시작하였으나， 배양 6일째 부터는 생산속도거 점점 감소하여 배

양 8일째는 0.0 10을 나타내었다. Li n' s media의 경우에는 배양 4일 어

후부터 급숙한 색소생산을 나타내어 배양 8일째에는 0.0 12를 나타내였

으나， 변형 Lin's media가 O. D 14로 가장 높은 색소생산량을 나타내었다

81) 따라서 색소생산을 위한 액체배지로는 변형 Li n ’ s media가 가장 척

합함을 알 수 있었다.

(3) 온도. pH 빛 쿄반속도

Fig.23은 잭소생산에 며치는 온도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서， 온도에

의해 색소생산량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배양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균사의 성장과 펠렛의 형성숙도가 빨라져 초기 색소 생산량은

증가하나 배양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배

양 8일째에는 25°C 가 0.0. 16.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35°C 배양의 1. 6배， 20 ℃ 배양의 3배 이상의 높은 값으로 Monascus 균

의 색소생산에는 25°C가 최적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25 ·C 의 최척온도에서 쿄반속도가 색소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n



살며보기 위해서 교반속도를 100-200 rpm사이로 변화시켜 가면서 3-7일

간 배양한 후 배양액의 색소생산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6). 먼저， 쿄

반숙도 100 rpm에서의 색소생산은 배양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배양 7일째

에는 총색소의 O. D. 값이 2.9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150 rpm에서는

6.7 , 170 rpm에서는 9.0으로 Monascus균의 색소생산에는 170 rpm의 교반

숙도가 가장 효과척임율 알 수 있었다. 한편 200 rpm으로 교반속도를 증

가시킨 결과， 색소생산량야 170 rpm에 비해 반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어，

너무 심한 교반은 색소생산에 역효과툴 가져옴율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균사가 작은 펠렛 형태를 만툴 수 있는 적절한 교반속도가 잭소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임율 알 수 있다82)

(4) pH의 영향

색소생산은 pH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83). pH는 생쳐l 의 여러 변화

에 중요한 작용윷 하게되는데 최대 색소생산을 위해서는 pH 6이 가장 효

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84) 두번째로 색소가 많이 생산되는 pH 는 4였으

며 I pH 6 과 4 사이의 pH에서는 아주 낮은값의 색소생산량을 나타내었

다.

(5) 탄소원의 영향

변형 Lin's media에 틀어있는 켈가루를 기존 실협에서 효과가 좋았다

고하는 다른 탄소원으로 바무어 색소생산량을 비쿄해 보았다85-87)

Fig.24에서와 같이 색소생성은 역시 쌀가루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그 다

음으로는 전분I sucrose , ethanol 그러고 dextrin 순으로 색소생성량아

많았으며I glucose가 가장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88) 이는 다른 탄소

원에 비해 쌀가루가 펠렛형성을 보다 용이하게 해줌으로서， 높은 색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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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율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쌀가루 농도의 영향

쌀가루의 농도가 색소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Fig.25 와 같다. 쌀가루

농도가 1 %에서 2 %로 증가됨에 따라 황색 잭소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

으나， 적색 색소량은 O.D. 3에서 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쌀가루 농도

3 %에서는 황색색소와 적색색소 모두 최대의 색소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쌀가루농도 3 %이상에서는 색소 생산량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특

히 척색색소의 경우， 쌀가루 농도 3 %에 비해 쌀가루 농도 5 %에서는 그

생산량이 6배나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색소 생산을 위한 쌀가

루의 최적 농도는 3 %임이 확인되었으며， 고농도의 쌀가루 배지는 오히

려 색소생산 륙히 적씌 색소생산을 저해함율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생육영양원은 변형 Li n ’ s media (쌀가루 3 %)가 가장 적

합하였으며， 배양조건은 25 OCt pH 6. 170 rpm에서 8일정도의 배양시간

이 최적배양조건임올 알 수 있었다.

나. 최척 배양조건에서의 균의 생장과정

앞에서 확립한 최척 배양조건에서 Monascus균의 시간경과에 따른 배양

상태의 변화를 Fig.26에 나타내었다. 이 균은 10 %의 당질을 소화한 후

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20 %의 당질을 소화하였을 때에는 색소

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기질농도， 건조펠렛의 무게 빛 생산된 색소

농도간에는 tropho와 idio 상태를 갖는 천형적인 2차 polyketide 대사형

태를 나타내었으며89) ’ 이러한 2차 대사경로는 곰팡이의 생활주기에 연속

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체기 후에 나타나게된다90) 이 균의

균사성장은 균사가 엉기기 서작할 때인 2일후부터 긴 잠북기간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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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균체량은 약 6일까지 계숙 증가하였다. 또한 색소생산은 배양 4일째

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천색소량은 배양 9일째 그러고 적색색소량윤 배

양 8일채에 최고값에 도달하였다. pH 는 배양초거부터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균사펠렛이 완펀히 형성된 배양 4일째에는 약 5.0까지 낮아졌

으나，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눔아져 최대 색소생산시기에서는 거의 중성

으로 회북됨을 알 수 있었다.

다. 색소 생산량 증대시험

(1) 부가 탄소원의 효과

부가 탄소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 %의 쌀가루를 포함하는

Li n's media어11 3 %의 탄소원율 더 첨가하여 보았다. Fig.27에서와 같이，

sucrose의 부가효과는 뚜렷하여 변형 Li n ’ s media 단독의 경우보다 높은

색소 생산성을 나타내었으며， 배양 7얼 후에는 황색색소 7.0 , 적색색소

5.0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sucrose를 제외한 다른 부

가 탄소원들은 오히려 색소생산을 저해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glucose가

가장 낮은 색소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2) 지지체의 영향

몇가지 지 ~l체가 펠렛균사의 색소확산률을 증진시키거나 생성된 잭소

를 변형시격 잭소 생산성율 향상사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격 있다91)

이에따라 cellulose , alginate , agar , 규조토 빛 gelatin을 지지체로 선

발하여 색소생산성을 비교검토하였다. Fig.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

cellulose와 alginate를 지지체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조군 (~l ~l 체

률 사용하지 않은 변형 Lin' s med i a ) 보다 오히 려 낮은 색소 생산성올

나타내었으나， agar , 규조토， gelatin을 지지체로 사용하였율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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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보다 높은 색소생산성을 나타내었다. 륙히. 이틀 지지체 가운데

젤라턴의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25 °C , 8일간의 배양으로 황색색소

11. 5와 적색색소 14.6을 나타내어， 대조군에 비해 각각 2배 및 5배씩 색

소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이는 젤라틴이 균사펠렛의 불리척인 확산에 영

향을 주어 산소 전달율율 증가시킴으로서 색소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

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로 잭소 생산이 많았헌 규조토의 경우에 있

어서는 규조토의 색소 흡착성이 색소생산에 큰 영향율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된다.

(3) 기타 첨가체의 영향

계면활성제 빛 금숙이온풍의 첨가제가 색소 생산성에 어떠한 효과툴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성이 서로 다른 6가지 배치를 사용하여

색소 생산량율 비교검토하였다 (Fig.29). 그 결과 각 시험군에서의 색소

생산량은 대조군에 버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정도는 0.1 % Tween 20

< 0.5 x 10채 Zn++ < 3 % sucrose < 3 % 합썰 <1 % 첼라틴 <3 % 참쌀

+ 1 % 첼라틴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Monascus 색소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체의 첨가로 그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금숙이온 륙히 아연의

첨가도 색소 생산성에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92 ， 93} 사용한 쌀

가루 충에서는 랩쌀보다 창쌀이 색소생산에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어，

황색색소의 경우 3 % 캅쌀과 3 % 캅쌀 + 1 % 젤라틴 서혐군가 가장 높은

값 00.5)율 나타냈으며 l 척색색소에 있어서도 3 % 참쌀 + 1% 첼라틴 시

혐군가 3 % 랩쌀 + 1 % 젤라틴 시혐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젤라틴 첨가군는 다른 시혐군와는 달러 황색색소보다 적색색소를

더 많이 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최적 배양조건에 적절한

지지체o % 젤라틴) 및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색소 생산량 특히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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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소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읍율 알 수 있었다. 또한 배양충 생육영양

원으로 형성된 곰팡이의 pellet 은 색소생산을 위해 10회 이상 반북 사

용하여도 그 모양이 변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연숙배양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4. 건고추의 장기 안전저장 시험

가. 건고추의 미생물 오염과 방사선 살균효과

고추의 건조방법은 주로 일광 노천건조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생산농가

에서는 화력율 이용한 건초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 건고추의 품질어나 위

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

고 있는 건고추외 얼반적언 저장방법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polycloth

마대에 담아 저장하는데， 저장 중 대기 환경조건에 의한 홉습 및 탈습，

해충 및 곰팡이류의 발생 등으로 품질의 열화와 비위생화률 초래하며，

륙히 미생툴의 높은 오염은 식품가공의 부원료로서 사용서 최종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고추의 미생물 오염은 생산지에서 수확， 건조， 져장， 가공 유통 도중

에 주로 오염되며 산지에 따라셔 많은 차이가 있다95) 본 실험에 사용된

경북 영양산 건고추의 미생물 오염도는 Table 17과 같다. 먼저 건조 통

고추의 겸우 호기성 천세균이 l.2 x 105/g, 곰팡이가 1. 3 x 102/g 오염

되어 있었고 식품 위생지표 세균인 대장균군도 1. 2 x 102/g 정도 오염되

어 위생적인 가공처리가 요구된다. 한편 고추가루에서는 호기성 천셰균

이 I.O x lO6/g , 곰팡이가 2.8 x 102/g , 대장균군이 1. 5 x 102/g으로 상

기의 건조 통고추에 비하여 호기성 천세균은 I log cycle 이상， 곰팡이

는 2배 정도， 대장균군도 더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논 건고추의

분말화를 위한 폭지 및 써분리 둥의 수작업과 기계적 마쇄과정 중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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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오염 미생물의 방사선 살균효과와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생육상태

를 보면， 먼저 건초 롱고추의 경우 호기성 전세균은 2. 5. kGy 와 5 kGy

조사로서 2-4 log cycles 정도 격감되었고 7.5 kGy 조사로는 완천허 살

균되었다. 곰팡이 빛 대장균군은 2.5 kGy 조사로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

타났다. 실온에서 2년 착장동안 미생물의 중식은 호기성 전세균과 대장

균군은 매우 낮았으나 곰팡이는 1 log cycle 정도 중식되었으며， 감마션

조사된 시료에서는 모든 미생물의 증식이나 검출이 없었다. 이는 본 실

험에 사용된 건고추의 포장방법이 polyethylene (두께 0. 1. mm) 으로 내부

를 완포장한 후， 산업척으로 대량 감마션 조사 빛 저장시 미끄럼 방지

둥 취급을 용야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를 polycloth 마대로 채포장함으로

써 홉습 뭉 대기환경 조건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이 그 원인으

로 생각된다.

고추가루의 방사선 살균효과는 감바선 초사직후에 호기성 전세균이

2.5 kGy 와 5 kGy 조사로서 2-3 log cycl es 정도 격 감되 었고 7.5 kGy 조

사로는 완전 사멸되었으며， 곰팡이는 5 kGy , 대장균군은 2.5 kGy 선량조

사로서 검출되지 않았다. PE 와 NY 접합 film 으로 포장된 시료의 감마

션 조사후 저장조건과 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생육변화는， 먼저 설온저장

시 모든 시혐군에서 미생물이 저장초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의적

인 증감이 없었고， 5-10°C 저온 져장군에서는 저장초기에 비해 다소 감

소하는 겸향을 보였다. 저장동안 미생불 증식의 억제는 고추가루 자체의

낮은 수분활성도(a." = 0.5 내외)와 본 실혐에 사용된 포장법 즉， 대기환

경 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채질의 포장재 사용이 그 원인이라 생

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건조 통고추 및 고추가루의 살균을 위해서 5-7.5

-77-



kGy 선량 정도의 감마션 조사는 륙히 져장 안정성 및 석품위생에 문제시

되는 곰팡이와 대장균율 완천 사멸시켰으며， 또한 호기성 천세균에 있어

서도 초기 오염도를 척감 또는 검출한계 이하로 살균시킬 수 있었다. 또

한 확실한 포장방법반 이용되면 장기저장 후에도 미생물적 품질 안정성

율 가져올 수 있율 껏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판96) 둥과 조97) 퉁

의 고추가루 살균을 위해 요구된 감마션 조사선 량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시료의 초기 미생물 오염농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의 살균작용은 미생물의 종류와 농

도， 매개체의 화학적 초성 및 물리적 상태， 초사후 저장조건 퉁에 영향

을 받게 되어 살균에 필요한 선량이 달라진다98)

나. 이화학적 품질병가

(1) 수분활성도의 변화

건고추 수분활성도(a.)측정은 설온 저장된 롱고추의 경우에는 폴리에

틸렌/폴리마대 (PE/PC)로 포장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말고추의

경우에는 NY/PE 필름으로 포장한 후 설온과 저온(5-10°C) 에 저장된 셔료

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시료 모두 대기환경 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채질의 포장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의 변

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Tabl e 18). 한면 포장방법에 따른 건고추의

저장중 충량변화를 살펴 보면， 먼저 폴리에틸렌/폴리마대에포장된 통고

추나 NY/PE 접합포장재에 포장된 분말고추의 경우에는 저장중 중량변화

가 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방법인 폴리마대에 포장된 통고추의 경

우에는 동철기의 탈슴현상과 하절기의 흡습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Fig. 30 ), 아로 인한 건고추의 품질변화와 해충의 외부침입 퉁

이 쉽게 확인되었다. 박 퉁99)은 건고추의 저장에서 a. 0.8 (수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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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에서는 곰팡이가 발생되고， a ll' 0.65 (수분16%) 이상 에서는 내건성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탈색현장과 칼변현상은 각각 all' 0.33 이하

와 a ll' 0.75 이상에서 발생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시료가 저장중 버교적 안정된 범위의 수분함량과 a ll' (0.53-0.58)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apsaicin의 안정성

처장충 고추의 매운맛 성분의 함량변화는 저장기간의 경과로 점차 감

소되는 경향이며， 저장온도 및 조사선량에 따라 영향율 받율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살균선량의 감마션 조사시 아들 성분의 변화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사약으로 사용된 capsaicin 과 dihydrocapsaicin을

공기 빛 질소환경 하에서 10 kGy 까지 감마션을 조사하였을 경우 그 ·함

량변화 (peak변척 대비)를 측정하였다. Table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psaicin은 dihydrocapsaicin보다 안정하였으며 , 변화된 양은 3 % 미 만

으로 아들 성분은 비교적 방사선에 대하여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

마션 조사시 기체조성운 영향율 미치지 않았다.

(3) Capsanthin의 함량

고추의 색소는 carotenoid계의 capsanthin (약 35 %), B-carotene 과

violaxanthine (각 10 %). cryptoxanthin 과 capsorubi n (각 6 %) 빛

cryptocapsin (약 4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충 고추의 품질명가의 하

나로 몹는 외관색도는 척색소의 함량， 측 capsanthin악 함량과 상관관계

를 가지며 야것을 품질병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lOO}. Tab1e 20은

감마선 조사가 건고추의 저장충 capsanthin의 합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것이다. Capsanthin의 함량은 먼저 롱고추의 경우 감마션 조사직후

비조사군파 조사군의 선량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l 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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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든 사료에서 저장초기와 동얼한 함량을 보였으나 저장 l 년 이후

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분말고추 상태로 저장한 경우의 상온 및 저온에서의 capsanthin

함량에 미치는 방사선 조사의 영향은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분말고추의

capsanthin 함량이 모든 시료에서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율 보여 2년간

저장으로 약 20 % 정도 감소하였고 실온저장이 저옹에서 보다 좀 더 감

소하는 경향율 보였으마 감소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건조 통고

추의 경우와 같이 버조사군 및 감마션 조사군의 선량간에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야지 않았다. Capsicum species의 색소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에

서 Chen 퉁101)은 고추가루에 10 kGy의 감마션을 조사하였을 때

capsanthin의 함량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 Farkas 둥102)은 ground

paprika의 carotenoid계 색소는 시료의 살균선량에서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각각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건

고추의 변색요인을 수분활성， 광선， 산소 빛 온도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때 capsan ,th in에 미치는 상온에서의 한계 수분활성도는 O. 75로 분발

고추의 저장운 아주 건조한 상태보다 저건조상태가 변색방지애 효과가

크다고 Chen 동101)은 보고하고 있으며 I capsanthin의 감소는 적외선，

백열동 하에서 보다 자외선이 심했으며， 질소가스 내에서는 거의 감소가

없고 공기내에서 심한 산화가 얼어난다고 김 풍103) 은 보고하고 있다.

Capsanthin의 산화는 전형적인 자연산화 유형이 아니고， 산화물로서

capsanthone , 3-keto-kryptocapsone 빛 3-keto-B-apo-8'-carotenal과 같

은 여러가지의 keto-carotenoid7} 생성되며， capsanthin은 1차적으로

hydroxyl group의 산화가 얼어나고 carbon bond 끼리의 chain이 끊어져

in-chain carbonyl group의 짧은 chain 화합물이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l어) 한펀 분말고추의 색택 보존성은 0.01 mm 적충 film으로 포장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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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우수하며 고추가루의 탈잭은 광따장이 짧율수록 촉진되므로 적색

잭소의 보존에는 루습성과 투기성이 없는 척색포장 재료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되어 있다105) 이상의 고추가루 색소에 대한 본 실혐의 결과와 색소

보존과 관련된 타 연구내용율 고려해 볼 때 capsanthin은 고추가루의 살

균묵척의 방사선 조사에 안정하였으므로 저장충 외적조건에 의한 색소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다.

(4 ) 갈변도

얼반척으로 건고추의 품질명가는 주로 외관의 잭택에 의해서 명가되고

있기 때문에 고추의 져장중 색택의 변화는 소바자의 기호나 상품가치 면

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륙허 박 동99)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고추

의 상품성 판단의 지표는 고추의 고유성분인 capsanthin 및 capsa1cin

함량과의 관계보다도 갈변도의 시험항목이 관능적 기호도에 의한 상품성

명가와 더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고 한다.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와 저

장조건 및 기간， 포장방법에 따른 갈변도의 변화를 보면 먼저 Table

21에서 설온에 저장된 건조 롱고추의 정우 감마션 조사 직후에는 버조사

군과 조사군의 선량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저장거간이 경

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그 값이 크게 증가하여 저장 2년에는 저장초

기에 비하여 약 5배 청도의 높은 값을 보여 갈변화 혹은 흑변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고추가루의 경우에도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

며， 저장조건에 따른 변화에서는 설온저장 시험군이 5-10 t 처온저장

시험군보다 더 높은 갈변도를 보였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

면 앞의 건조 통고추와 같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숙 증가하여

초기에 비해 I 2년 저장후 실온저장군은 약 5배， 저온저장군은 약 4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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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운 값을 보였고 앞의 건조 통고추의 갈변도와 비쿄하면 갈변이 늦

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 동99) 의 건조 고추의 척정 저장초건 시험에서

저장기간의 경과와 저장온도의 상승은 칼변도를 혹전시켰고， 고추가루에

비하여 건조 통고추가 갈변의 정도가 더 컸었다는 보고와 얼치하며， 또

한 검 풍106)은 고추씨의 혼입율에 따륜 색택 보존성 시험에서 써의 함량

이 적율수록 초기 색택율 우수하였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써함

량이 많율 수록 색택 보존성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조 고추의

칼변도는 방사선 초사에 의한 영 향보다도 저 장기 간과 저 장온도의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기계척 색도

건조 고추의 품질은 신미(辛味)성분보다는 외관， 즉 색택의 변화 {갈

변}에 따라 더 크게 명가되고 있다‘ 감마션 조사와 저장가간에 따른 건

고추의 기계적 색도측정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먼저 건조 통고추 색

도는 명도 (L값)가 31. 9-33.3 , 적색도 (a값)가 27.1-28.4 , 횡색도 (b값)

가 15.3-15.8 법위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변화는 모든 시혐군이 명

도， 척색도， 황색도가 저장초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비조

사군과 감마선 조사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추가루에 있어서는 통고추에 비해 저장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색도의

변화가 적었으며， 특히 저온저장 (5-10°C) 시혐군에서는 저장초기와 거

의 통일한 수준의 색택을 보였고， 조사직후나 2년저장후에도 감마선 조

사에 따른 영향은 인지되지 않았다. 이는 Peleg 퉁107)의 보고와 같이 감

마션 조사에 의한 영향보다 저장조건에 따라서 색택의 변화가 컸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고추 및 고추가루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도 변화는 5-7.5 kGy 정도의 살균선량에서 버초사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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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협군에서 다소

갈변현상이 인지되었으며， 5-10 °C 의 저온저장이 실온저장에 비해 색택

의 유지에 효과척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갈변도 빛 capsanthin 함

량 시험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이 둥108)은 고추가루에 10 kGy의 감마

션 조사는 capsanthin 함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핀

등96) ， 조 둥97)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 관농척 품질병가

감마션 조사직후 고추가루의 관능시험 결과는 다읍과 같다. 색택. 기

호성에서 비조사군이나 초사군의 선량간에 유의적얀 차이가 없었다. 포

장방법 및 감마선 조사후 저장기간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포장방법

에 따론 변화는 PE로 내부포장 후 polycloth 마대로 겉포장한 시혐군이

polycloth 마대 단톡으로 포장한 시험군에 비해 색택， 매운맛 및 전반적

기호성이 높았고 비조사군과 조사군의 선량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polycloth 마대 단폭 포장시험군의 경우 조사군이나 비조사군 모두 저장

6개월 이후 룩 하절기률 지난 직후부터 외부 환경초건에 의한 홉습 및

해충발생으로 가식 한계선인 명점 2.5 이하로 떨어져 상품적 가치를 완

전히 상실하였다(Fig.3l). 고추가루를 PE/NY 접합포장지로 포장， 조사한

후 설온 및 5-10 DC 의 저온에서 2년간 저장한 시료의 관능적 품질특성은

저온저장군이 다소 높은 명점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또한 비조사

군 및 감마션 초사군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률 나타내지 않았다 (Fig. 32).

고추가루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포장재 (PE/NY 접합

포장재)가 투습도， 산소루과도 동에서 우수한 특성을 지년 것이어서 대

기 환경조건의 변화에 큰 영향율 받지 않았음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고추에 2.5-7.5 kGy 범위의 감마선 조사는 실온에서 2년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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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 고추 고유의 색택， 매운맛 등 관농척 품질에 아무련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포장방법의 개선과 감마선 에너지의 이용으로 장기간 동안 위생

척 품철의 건고추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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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국내외적으로 식품산업에 있어서 가공원료의 안정된 공급과 가공식품

의 위생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산업에서의 문제 핵심분야의 대체기술

개발과 품질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율 두어 그 기술의 이용확

대 빛 실용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다읍과 같은 결론율 얻

었다.

1.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연구에서 먼저 현행 대두(大豆)가공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장시간의 침지 및 cooking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감마션 조

사기법이 이용되었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대두에 2.5-10 kGy 범위의 감

마션 조사는 상온 수칩시 비초사대두에 비해 2-5시간 정도의 침지시간

단축과 30-60 % 정도의 cooking 시간율 단축사킬 수 있었다. 따라서 감

마션 조사 대두의 가공적성 (식용유)을 펑가한 결과， 물성개선 션량에서

는 비조사 대우와 동일한 품질을 보였거나 오히려 우수한 가공적성을 나

타내었다. 또한 대두의 불성개선 선량에서의 영양학적 (특히 대두의 주

요성분언 단백질 및 지방질) 안전성 명가시험 결과， 대두단백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단백질 구조 (2차. 3차 구조) , 단백질의 혈안천성 풍에 아

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방절 성분에 있어서도 지방산 조성이나

trans 지방산의 생성 동 버조사 대두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감마선 조사 대두조직의 미세구조의 관찰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대두의

물성개선 기천율 규명하였다. 따라서 대두에 2.5-10 kGy 정도의 감마션

조사는 대두의 저장충 해충 빛 미생물에 의한 손실방지는 물론 현행 대

두가공의 문제점율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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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연구의 또 다른 하나로. 현재 식품공업 및 그

밖의 섬유， 제지 동에 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욱수수 천분은 전분추출

공정상의 많은 문제점 (환경기준 툴질인 아황산 용액의 고농도 사용 및

고온에서 장샤간 침 ~1 공정， 낮은 전분수율 동)올 내포하고 있어서 이러

한 문제점율 해결 또는 보완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기법이 이용되었다.

욱수수에 2.5-10 kGy 법위의 감마선 조사는 천분추출을 위한 침지 시

간을 기존 50 시간에서 40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환경기준 물

질인 옥수수 침지액 (아항산 용액)의 농도도 기존 0.8-1. 2 %에서 0.2 %

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옥수수 전분 추출율에 있어서도 메옥

수수와 찰욱수수 모두 비조사군에 비해 10-30 % 이상의 추출율 증대효과

를 나타내었다. 추출전분의 이화학척 시험에서는， 메욱수수와 찰옥수수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해 alkali number와 광루과도가 크게 증가하였으

며， 불결합능력 및 swelling power는 다소 감소하는 겸향을 나타내었다.

전분의 색도는 조사군과 비조사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Amylograph에 의한 툴성시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 효화액의

점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경향은 메옥수수보다 찰옥수수

전분이 더욱 현저하였다. 또한 breakdown ratio 및 set back ratio도 향

상시킬 수 있어 식품가공에서 천분의 고농도 사입의 가능성을 시사하였

다. 효소반웅 시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소반웅 생

성물인 포도당 함량이 중까하였으며， 환원탕 함량도 크게 증가하여 감따

션 조사에 의해 포도당 및 전분탕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전분의 가공척성을 검토하

여， 감마선 조사 전분의 산업척 이용성 증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 유용 미생물의 고정화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 빛 화장품 퉁에 사용되

는 착색료의 대부분이 인공 (합성) 착색료로서 수입애 의존하며， 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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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동 공중보건상 많은 문제점율 -내포하여 그 사용이 금지 및 천연

물질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물질의 생산량의 저l한으로 고가여며

그 수요를 충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용 미생불에 고

정화 기법을 이용하여 천연불질 (색소)을 낮은 생산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용 유기체로는 천연 적색색소를 생산

하는 곰팡이류인 Monascus anka를 선발하여 최적 배양조건 시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생육영 양원은 변형 Lin ’ s media (쌀가루 3 %)가 가장

적합하였으며， 25°C , pH 6, 170 rpm 에서 8일간의 배양시간어 최적 배

양조건임율 알 수 있었다. 생육영양원 사혐에서 쌀가루에 젤라틴 (l %)

을 첨가한 것이 기존의 쌀가루만을 사용한 것보다 3배 이상의 적잭색소

생산수율 증대효과를 겨져왔으며， 규초토의 첨가도 색소생산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배양충 생육영양원으로 형성된 곰팡이의 pellet 은

색소생산을 위해 10회 이상 반복 사용하여도 그 모양이 변형되거나 부스

러지지 않아- 연속배양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차기년도에는 연

속 및 반연속 batch scale 로 적색색소 생산시협을 수행할 계획이다.

4. 건고추의 장거안전 저장법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의 가격안

정화와 수입대체 및 절감율 위한 에너지 철약형 기술개발로 필요시 되

어， 건고추를 통고추와 분말고추로 구분하여 포장재별 및 저장온도별 품

질 안전성 시혐을 수행하여 장기안전 저장성을 확인토록 하였다. 건고추

(통고추)는 상온조건에서 6개월 저장후 기존의 polycloth 마대 (PC)로

단톡포장한 경우에 중량변화， 해충발생， 변색， 성분변화 동의 품질열화

로 상품가치를 완천 상실하였으나， 2.5-10 kGy 범위의 감마선 조사푸

PE/PC 병용포장으로 2년 이상 장기 안전저장이 가놓하였다. 건고추는 식

용전 분말화하여 위생쳐리 하게됨을 고려하여， 분말상태에서 감마션 조

사후 2년간 저장후에도 양호한 위생적，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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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고추가루의 훼생화에 지금까지 사용된 ethylene

oxide 훈중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대체방법으로서 감마선 조사가 크게 야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설용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조사식품의 안천성과 기술척 타당성이 점차 인정되기 때문이

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본 연구팀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룰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 상엽적 감마선 초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

으며. 18개 식품품묵에 대한 감마션 조사가 보건사회부로 부터 허가되었

다. 륙히， 본 방사선 식품 저장기술 및 공정개선 연구캐발은 UR에 대웅

하기 위한 과기처 5대 첨단 농업기술개발 내용과도 연관된 것으로서， 방

사선율 이용 식량의 가격안정과 수입대체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식량저

장기술 및 가공공정 개선법 개발과 식품의 위생화 및 안천성 확보로 국

민보건 향상에 중점율 두었다. 또한， 원자력의 형화적 이용방안 마련 및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률 위한 기반기술로서 본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매

우 놓고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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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내 감마션 조사 허가 식품

품 묵 조사목척 허가선량 (kGy) 허가일자 비 고

감자， 양따， 마늘 발아， 발근 억제 0.15이하 1987. 10. 16.
aI1l 발아， 발근 억제 0.25이하 1987. 10. 16.
버섯(생 및 건조) 살충; 숙도 조정 1. 0 이하 1987. 10. 16.

건조항신료(고추， 후추， 마늘
살균， 살충(위생화) 10 이하 1988. 9. 13'.

，양파，따，생캉)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살균， 살충(위생화) 7 이하 1991. 12. 14.
된장， 고추장， 깐장 분말 살균， 상충(위생화) 7 이하 1991. 12. 14.
조미식품용 전분 살균， 살충(위생화) 5 이하 1991. 12. 14.

。。tlIj1TEr 살균， 살충(위생화) 10 이하 1994. 5. 허가신청중
••.••.••..• __ ••••• ‘ •• ‘-......................

건어툴
살충(위생화) 3 이하

“ “
살균(위생화) 7 어하

건강보조식품(알로에，효모，
살균(위생화) 10 이하 “ “

효소， 화분)

채소류 건조품 살균，살충(위생화) 10 이하 “ “

과실류 건조품 및 농축품 “ 3 이하 “ “

다(차)류 “ 10 이하 “ “

말 “ 1 이하 “ “

건해초류 “ 10 이하 “ “

건조알(난) 가공품 병원성 미생불 살균 4 이하 “ “

가금육 “ 3 이하 “ “

식육가공품 “ 3 이하 “ “

어육가공품 “ 2 이하 “ “

인삼제품류 “ 10 이하 “ “

* 자료 : 보건사회부 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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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년도별 국내 상업척 방사선 조사 불량 현황

(단위:론)

L강걱츠\ ‘87 ‘88 ‘89 ‘90 ‘91 ‘92 '93

*식품류

· 벌아식품(감자， %t파， 마늘， 밤) 142.4 558.8 - - - -
· 향신료(파， 양파， 마늘， 고추 풍) 1109.8 764.8 1469.3 2111.9 2183

• 된장분말 - - - 37.9 40

• 간장분말 . 130.9 130

• 조미육포 - - - 52.2 20

· 분말건어뭘멸치， 조개살 둥) - - 332. 7 358
』양1 ............ 처-~브\!.. - - - - 70.2 52I -,

· 건표고버섯 - - - 245.4 198

*의료제품 9.0 865.1 845.6 355.3 469.2 4떠.2 425

*기 타 26.9 62.2 62.2 71. 6 95.8 234.2 270

합 계 178.3 1503.3 2016.9 1191. 7 2034.3 3618.6 3676

*자료제공 : 그린피아기술(주)

No. of company

350

300

250

200

150

100

50

O

’Total

Foods

Medical products

Drug aDd Herbs

The others

’87 ’88 ’89 ’90 ’91 ’92 ’93

year
자료 3. 국내 상업적 방사선 초사시젤 이용엽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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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hermal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soybean proteins

Irradiation dose Td (t;) ~H (mJ/mg protein)
(kGy)

75 115 78 118

0 79.3+0.068 94.4+0.13 0.4+0.06 3.9+0.08

5 79.7+0.14 95.2+0.13 0.3+0.06 3‘ 4+0 ‘ 08

10 79.0+0.06 95.1 +0.12 0.3+0.08 3.4+0.06

20 79.3+0.16 94.7+0.08 0.2+0.06b 2.8+0.08b

Td (t;) : denaturation temperature , ~H: enthalpy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triplicate experiments.

8 Mean + standard error (n=3 ).

b 5ignif~cantly different from thenonirradiated control (p(O.OI).

Table 2.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fluorescence spectra

characteristics of soybean proteins

Irradiation dose Max. wavelength (nm) Intensity
(kGy)

75 115 75 llS

0 334.8±0.108 333.8+0.06 89.1 +0.13 188.6+0.14

5 338.3+0.13 334.1 +0. 08 89.2+0.13 189.3+0.13

10 336.2+0.08 335.2+0.14 89.8+0.14 187.4+0.19

20 334.6+0.19 334.0+0.10 86.4+0.12b 156.5+0.16b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triplicate experiments.

8 Mean + standard error (n=3).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nirradiated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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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tal amino acid contents of gamma-irradiate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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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m ino acid composition in the presence of 2-mercaptoethano1
of proteins extracted from actone powder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oybeans

Am ino acid
Concentration (%)

o kGy 5 kGy 10 kGy 20 kGy 40 kGy 100 kGy

Cm-Cys
Aspart ic acid
Threonine
Serine
Glutmic acid
Glycine
Ala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PheyIalanine
Lysine
Histidine
Arginine
Prol ine

Total

1. 14
12.35
4.44
6.70

19.20
7.25
6.47
5.92
0.98
5.24
8.68
2.30
4.68
5.87
2.29
5.87
0.62

100

1. 13
12.36
4.44
6. 75

19.14
7.36
6.54
5.74
0.96
5.09
8.64
2.54
4.75
5.91
2.18
5.85
0.62

100

1. 16
12.49
4.43
6. 72

19.20
7.20
6.47
5.87
0.95
5.22
8. 70
2.50
4.68
5. 79
2.17
5.83
0.62

100

1. 15
12.21
4.42
6.61

19.25
7.29
6.45
5.85
1. 00
5.18
8.60
2.62
4.61
5.81
2.42
5.90
0.63

100

1. 08
12.33
4.35
6.63

19.54
7.18
6.31
5. 78
0.99
5.17
8.58
2.47
4.66
5.87
2.48
5.96
0.62

100

때

m여””

%
ω
여

때

m
ω
%
여
야

M“
아μ
앤
%

선ω
장

”
이
야

1

퍼

4

6

때

7

6

5

1

5

8

1

4

5

2

5

0

100

Cm-Cys(Free-SH) 0.50
-5-5- 0.64
Free-SH/-S-S- O. 77

0.48
0.65
0.75

0.53
0.63
0.85

0.44
0.71

0.61

0.47
0.61
o. 77

0.44
0.85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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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oils extracted from nonirradi~ted

and irradiated soybeansl

Irradiation dose (kGy)

lSample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없d each value was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Zrhe values with same alphabet were not si &n ificantly differentat p<O.05.

lFatty acid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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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tty acid compositions of oil extracted from gamma-irradiated
soybeans1

(삐it: relative weight %)

Irradiation dose (kGy)
Fatty acids

0 2.5 5 10

C14:0 0.06 0.07 0.07 0.07
C16:0 9.63 10.01 10.08 10.17
C16: I 0.11 0.12 0.12 0.12
C17:0 0.08 0.07 0.08 0.08

C18:0

C18: 1

C18:2

CIS

trans
t-rat102

CIS

trans
t-rati。

CIS

trans
t-ratio

3.86
0.06
1. 53

20.69
1. 51
6.80

52.83

3.96
0.06
1. 49

21.01
1. 54
6.83

52.53

3.89
0.06
1. 52

20.91
1; 56
6.94

52.71

3. 72

0.06
1. 58

20.81
1. 51
6.77

52.62
0.08
0.15

CIS

C18:3 trans
t-ratio

9.96 9.64 9.62 9.87

C20:0 0.37 0.36 0.34 0.30
C2Q:I 0.20 0.21 0.20 0.19
C22:0 0.49 0.47 0.45 0.41
C24:0 0.13 O. 13

IFatty acid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뻐d each

value was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t-r~tio (trans-fatty acid ratio)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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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rans fatty acid occurance in methyl I inoleat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Linoleic methyl ester

dose (kGy) cis (%) trans (%)

0 100
2.5 100

5.0 100

10.0 100

Table 10. "n-Hexanal contents of nonirradiated and gamma irradiated soybeans

(unit: n mole/mg protein)

Incubation time (min)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40

100

0

0.067a

0.056a

0.046b

0.102C

O.HOC

O.32Sd

60

O.060a

O.050a

O.04lb

O.100C

O. lOT

O.330d

lSample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value was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The values with same alphabe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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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1. Ch하，ges in microbial growth as a function of different gamma
-irradiation dose levels
<non-glutinous corn) (unit: CFU/g)

Irradiation dose (kGy)
Microorganisms

0 0.5 1. 0 2.0 3.0 4.0 5.0 10.0

Total bacteria 4.0x102 1.0x102

Yeast & molds 1.2x103 4.0x102

coliforms 1.4x102

(glutinous corn) (uni t: CFUlg)

Irradiation dose (kGy)
Micr∞rganisms

0 0.5 1. 0 1. 5 2.0 2.5 5 10

Total bacteria 6. 3x103 1. 5x103 7.5x102 7.0x102 3.5x102

Yeast & molds 1.5x106 1. 2x106 6.0x105 4.7x105 5.8x104 8.6x103 -
coli forms 4.8x102 1. 2x102 8.0x102

Table 12. Effect of gamma-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starch yield
<non-glutinous corn)

Irradiation dose (kGy)
Yield

(gI2000g)

Starch yield (g)

0

544

0.5

563

1. 0

589

2.0

748

3.0

632

4.0

663

5.0 10.0

670 693

Relative yield (%) 100 103 108 138 116 122 123 127

(glutinous corn)

Irradiation dose (kGy)
Yield

(gI2000g) 0 0.5 1. 0 1. 5 2.0 2.5 5.0 10.0

Starch yield (g) 683 756 779 757 832 777 783 797

Relative yield (%) 100 1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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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 of gamma-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Hunter ’s
color values of isolated corn starches

<non-glutinous conn>

color Irradiation dose (kGy)
value

0 0.5 1. 0 2.0 3.0 4.0 5.0 10.0

L 95.3 94. 7 95.2 95.5 95.4 94.8 95.8 95.3
a -0.6 -0.9 -0.8 -0.8 -0.9 -LO -0.9 -0.8
b -0.5 -1. 0 -0.8 1. 0 -0.5 -0. 7 -0.4 -0.1

.Li E 0.0 0.8 0.3 0.6 0.3 0.7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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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inous corn (1%) (unit: mg/dl)

Irradiation Termamyl Promozyme Termamyl + Promozyme
dose (kGy)

R.S glucose R.S glucose R.S glucose

0 320 300 42.0 25.6 640 608

0.5 340 307 50.2 27.1 653 612

1. 0 357 311 50.8 28.4 662 616

1. 5 373 339 51. 3 28.6 675 620

2.0 397 374 63.1 28.9 682 624

2.5 422 380 67.8 28.9 690 628

5.0 427 384 70.2 30.0 698 632

10.0 432 386 73.2 29.7 712 648

20.0 444 392 75.8 30.4 717 662

30.0 450 400 78.2 30.8 724 673

R.S: reducing sugar , Termamyl: alpha-amlyase. Promozyme: beta-am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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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effects of various agi tation .speeds (rpm) on the pigment
production in submerged flask cultures

Incubation
time (days)

3 days

Pigment Agitation speed (rpm)
yield
(0.0) 100 150 170 200

yellow 0.22 2.00 2.20 1. 81
red 0.06 1. 40 1. 81 1. 16
total 0.28 3.40 4.01 2.97

5 days

7 days

yellow
red
total

yellow
red
total

1. 30
0.65
1. 95

1. 80
1. 10
2.90

’~114-

3.43
2.33
5. 76

3.95
2.80
6. 70

4.15
2.45
6.60

5.10
3.90
9.00

3.89
2.32
6.21

2.90
1. 65
4.55



Table 17. Effect of irra9 iatiQn on the growth of micr∞rg.뻐isms in whole red
pepper and red pe때er powder during storagel

(colony forming unit/g)

Sam- Storage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 molds Co liforms
pIe period

(month) 0 kGy 2.5 kGy 5 kGy 7.5 kGy 0 kGy 2.5 kGy 5 kGy 0 kGy 5 kGy

O

Whole 6

red 12

pepper 18

24

Red 0

pepper 6

powder . 12

(Ambient 18

storage) 24

Red 0

pepper 6

powder 12

(5-10 'C 18

storage) 24

1. 2x105 3. 4x1어 2.7xlOI

l. 4x105 3. 4xl어 2. OxIOI

1. 5xlO5 3. 5xl￠ l. 8xlOl

1. 5xl05
3. 6xl어 1. 9xlOI

1. 7x105 3. OxI어 1. 5xlOl

I. Oxl탠 3. 6xlO4 l.4x1어

1. 2xl앤 3. 7xl0
4

1. 5xl어

1. 2xHf 3. 6xI04
1. 5xl어

l. lxl<f 4. OxI0
4

1. 2xl어

9.5xl앤 3. 5x104
1. Ox1어

I. Oxl앤 3 6x104 1 4xI어

8. 3xl댄 2.7xl04
1. 2x1어

8. 6xl(f 2.5삐0
4

1. 1xl어

8. 5xI(f 2. Ox104
9. 8xl~

8. 3xl야 2.1xl04
8. Oxl<f

I.3xHt

1. 7xHJ

1. 5xl<f

5.7xl<f

2. Oxl어

2. 8xl02
1. 7xlOI

1. 8x1~ 1. 5xIOI 

1. 8x1~ 1. OxlOl -

1. 9x1<t

1.7xl야

2. 8x102 1. 7x1OI 

1. 7xl02

1. 7xl02

1. 5xl~

1. 6xl<t

1. 2xl냥

1. 1xl<f

1. Oxl <f

I. lxHr

1. 2xl <f

1. 5x102

1. Ox102

I. Oxl앙

1. Oxl <f

1. 1xlcr

1. 5xl02

1. Oxlcr

1. 1xl냥

1. 1xI앙

1. Oxl <f

IWho1e red pepper was packaged in PE(O.lmm) + polycloth sack.

Red pepper powder was packaged in a laminated film(NYl5μm/PEI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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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α1리~es in water activity of irradiated whole red pepper and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1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se (kGy)
Sample (months)

0 2.5 5 7.5 10

0 0.558 0.562 0.553 0.552 0.540

쩨lole 6 0.544 0.540 0.531 0.528 0.514

red 12 0.566 0.560 ‘ 0.567 0.565 0.567

pepper 18 0.570 0.575 0.569 0.573 0.571

24 0.564 0.569 0.563 0.559 0.562

......“‘“‘...•‘ ·“••••“ ’ ••••.•••.•..••••.... ’‘ ................................................‘ ........................................................._--_........ ‘ .-..•...‘ .....“ ............................ ‘ ....•.....•.•

Red 0 0.539 0.543 0.533 0.540 0.540

pepper 6 0.556 0.561 0.560 0.558 0.565

powder‘ 12 0.562 0.568 0.570 0.571 0.578

(Amb ient 18 0.569 0.563 0.565 0.564 0.570

storage) 24 0.558 0.565 0.570 0.569 0.563

Red

(5-10 'C

0

6

U

뻐

갱

0.539

0.561

0.566

0.565

0.569

0.543

0.569

0.572

0.570

0.567

0.533

0.566

0.567

0.562

0.568

0.540

0.564

0.573

0.569

0.564

0.540

0.566

0.570

0.570

0.560

pepper

-powder

storage)

lWhole red pepper was packaged in PE(O.lmm) + polycloth sack.

Red pepper powder was packaged in a laminated film(NYl5μm/PEI00μ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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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ffect of irradiation on capsaicin and dihydrocapsaicin under air

and nitrogen atmospheres

Atmos야lere

conditions Components

Relative contents(%)

Air

Capsaicin

o

100

2.5 kGy

98.79

5 kGy

99.44

7.5 kGy

101. 08

10 kGy

100.16

Dihydro-cap. 100 98.35 97.41 100.07 100.12

N2

Capsaicin 100 98.82 99.69 98.93 97.29

Dihydro-cap. 100 98.5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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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hanges in capsanthin contents of irradiated whole red

pepper and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l

(unit: 0.0. at 460 nm)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se (kGy)
Sample (months)

0 2.5 5 7.5 10

0 0.364 0.370 0.386 0.378 0.370

Whole 6 0.359 0.369 0.382 0.369 0.358

red 12 0.357 0.367 0.373 0.360 0.355

pepper 18 0.331 0.330 0.339 0.340 0.337

24 0.317 0.319 0.320 0.321 0.319

••‘ ............................................‘ ......................................‘ ••‘ ••.•‘ ....................‘·‘......... ‘ ................... ‘ ..................................................

Red 0 0.292 0.290 0.286 0.282 0.281

pepper 6 0.269 0.261 0.261 0.268 0.260

powder 12 0.250 0.247 0.243 0.245 0.243

(Amb ient 18 0.239 0.238 0.237 0.240 0.235

storage) 24 0.227 0.229 0.223 0.227 0.224

.......•-•...••.•...••....•.............................................•...••••.....................................,.•••.,.‘ .... ,.“ •• ,•••..•••.....•...•••.....•....•••...•••...••..•••••..•••...••.•..••...•••‘·‘ .•‘ •.•“‘ •.“ ••“‘ ’‘ •• “‘ ”

Red 0 0.292 0.290 0.286 0.282 0.281

pepper 6 0.277 0.272 0.270 0.267 0.257

powder 12 0.259 0.254 0.257 0.252 0.249

(5-10 "C 18 0.253 0.251 0.250 0.249 0.247

storage) 24 0.243 0.245 0.243 0.246 0.243

‘Whole red pepper was packaged in PE(O.lmm) + polycloth sack.

Red pepper powder was packaged in a laminated film(NY15μm/PE100μ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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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anges in browning of irradiated whole red pepper

during storage1

(unit: 0.0. at 420 때)

Storage period
Sample (months)

Irradiation dose (kGy)

0 102.5 5 7.5

Whole

red

pepper

Red

pepper

powder

(Ambient

storage)

Red

pepper

powder

(5-10'(

storage)

o 0.128 0.132 0.141 0.146 0.136
6

띠

애

0.433 0.434 0.430 0.403 0.402

0.599 0.612 0.570 0.584 0.591

0.623 0.624 0.607 0.613 0.620

24 ‘ 0.715 0.693 0.687 0.681 0.698

nU

CU

q‘
gU

AuI

14

’i

n
ι

0

6

2

8

4

,,.‘

,
l·‘

F/‘

0.684 0.084 0.086 0.085 0.087

0.197 0.199 0.188 0.195 0.173

0.264 0.291 0.283 0.254 0.226

0.304 0.319 0.311 0.307 0.297

0.415 0.410 0.396 0.389 0.404

0.184 0.084 0.086 0.085 0.087

0.189 0.195 0.179 0.188 0.184

0.234 0.226.0.218 0.200 0.212

0.277 0.270 0.273 0.263 0.269

0.317 0.314 0.315 0.309 0.320

l Whole red pepper was packaged in PE(O.lmm) + polycloth sack.
Red pepper powder was packaged in a laminated fi1m(NY15μm/PEI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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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셔~ o kGy
1. 1 20 kGy

@몰 1. 00.9
0.8

、‘-‘

0.7
다

강 0.6

£ ~.:
0.4
0.3
0.2
O. 1

1 3 5 7 9 11 13 15 t7 19 21 23 25 강7 29 31
2 4 6 B 10 12 14 16 18 2e 2'2 24 26 28 30 32

Fraction No

Fig 1. Fractionation of prot밍ns of no피πa버a뻐d and 20않y-뇨Tadia농d

soybeans by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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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 on of protein contents in each £rae섭on of
nomπadia않d and irradiated soybeans.
Each value is the average of 마plicate experiments.a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nirradiated controI(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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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E

Tj

o 5 10 20 0 5 10 20

Irradiation dose{kGy}

Fig 3.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2-mercaptoethanol of proteins extracted from
acetone powder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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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eed coat inner of nonirradiated
and 20 kGy ’ irradiate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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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O.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otyledon surface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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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otyledon inner (O.2mm.
0.5mm)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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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Gy 5 kGy

Fig.1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subcclluar structure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soybean cotyledon.

Pb: protein body, Lb: lipid body , Cw: cell wall ,
Mb: protein body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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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subcelIuar
sσucture of nonirradiatcd and 10 kGy-irradiated soybean
cotyledon after soaking in water (20 't) for lO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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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Gy

Fig.1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subcelluar
structure of nonirradiated and 10 kGy-irradiated· soybean
cotyledon after cooking in boiling water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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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hanges in blue value of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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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Alkali number of com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m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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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hanges in sOlubility of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뻐d irradiated corn grains (at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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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Changes in swelling power of com starches isolated

from noniπadiated and irradiated com grains (at 80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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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ffects of various carbon substrates on the
MOT따scus-pigmentproduction.

(1: Rice powder, 2: Glucose, 3: Sucrose, 4: Ethanol,
5: Starch, 6: Maltose, 7: Dex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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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ffects of rice powder concentration as
a carbon source on the production of M onascus
pigment after incubated 8 days at 25 't .

-145-



0246
Incubation time (day)

땐0

1,Or 100맙‘다 1 17

\
\「 f 16

a,8r \ / 쉬2 |표x
\

x \ 흉-굉노( 15
\X\ ιν 110 -0,6 뜨 J4

-‘($) \~ I
8.으-

-•- L딪§ω m씨
-Lrn-

-c. L..
01 4-

IOJ 6 임흐0.4 ζ

--’’ -OJ

L。」--’ row :::::Ju
1그 -+-ζ-

〉、 t/)
L OJ 4 밑o 0:: 」←-0-

o 카터| IV
2

Fig.26. Time course of the pigmeJ,lt production by M onascus
anka KFCC11832.

x -x : pH, 0-0: dry cell weight, 口·口 : residual sugar,.‘.:total pigment, 0‘o : red pigment

-146-



Pigment concentration (0.0)
8

7 -/r’---• •-'-

6

5

4

3

2

1

o

- yellow pigmen t( 390nm)

--_'-red--pig men t- '(-50 5 nm) “

2 3 4 5 6 7

Additional carbon sources (3%)

Fig. 27. Effects of additional carbon sources on the
production of M onascus-pigment.
(l: Lin ’s media (L) , 2: L + Glucose, 3: L + Sucrose,
4: L + Ethanol , 5: L + Starch , 6: L + Maltose,
7: L + Fru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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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ffects of substrate support materials on the
production of M onascus-pigment.

(1: Lin ’ s media (L) , 2: L + cellulose, 3: L + alginate,
4: L + agar, 5: L + diatomaceous earth, 6: L +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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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Effcets of pigment yield enhancers on the
production of M onascus-pigment.
(I: 3% rice powder (R), 2: R + O.5x10-4m Zn++,
.3: R + 0.1% Tween 20, 4: R + 3%" Sucrose,
5: 3% Glutinous Rice, . 6: It + '1% Gelatin,
7: 3% Glutinous Rice + 1%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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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Changes in organoleptic Qualities on overall

palatability of whole red pepper during storage as

influenced by packagioR methods and irradiatioo dose.
PS : Polycloth sack

PE+PS : Polyethylene film + polycloth 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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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처

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척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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