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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 조사식품의 갈변 반응 규명 및 억제에 관한 연구 기술 보고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저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냉

온살균가공법으로, 이미 국제보건기구에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2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는 환자식이나 우주식

품과 같은 완전 멸균이 필요한 특수식품을 제조하는데 유용한 기술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고선량 조사는 식품의 관능적 품질이 변화되어 방사선 조사 적용이 

제한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식품 특히 전분식품의 갈변현상이 일어나 소비

자 수용도가 저하되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원인 및 기작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전분 및 전분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및 저장성 증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이화학적 품질 및 관능학적 품질 

변화를 평가하여 품질 특성 및 개선점을 제시하 다. 모델 수용액 및 식품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발생하거나 억제되는 조건을 평가

하여 반응기작 및 억제방안을 연구하 다. 모델 수용액 상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갈변화합물을 분리ㆍ분석하여 기존에 보고된 가열처리에 의한 갈

변반응인 Maillard 반응과 비교ㆍ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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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1. 본 연구에서 전분 및 전분 식품에 방사선 조사하 을 때, 저장성이 효과적

으로 증진되었으나, 색, 조직감 등 관능적 품질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전분 

식품의 갈변 반응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으며 단지,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생성된 탄수화물 및 단백질 분해산물들이 질소함유 고분자 착색 화합물

을 형성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 일어난다는 가설이 보고되었다. 이에 방사

선 조사식품에서 일어나는 갈변 반응의 원인 및 반응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식품에서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크게 당-아민 반응(Maillard 

reaction)과 비아민 반응(caramelization), 그리고 ascorbic acid 산화반응에 

의한 갈색화 반응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당-아민 환경 혹은 비아민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용액, 아

미노산(lysine, glycine) 용액, 그리고 당-아미노산 혼합 용액을 방사선 조

사하 다. 그 결과, 당이나 아미노산 단독 용액을 조사하 을 때에는 고농

도(1.0 M), 고선량(30 kGy)에서도 갈변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아미노산 혼합 용액은 저농도(0.05 M), 저선량(5 kGy)에서도 갈변 반

응이 일어났으며, 비환원당인 sucrose에서도 환원력 생성과 갈변 반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당-아민 환경에서의 비효소적 갈

변 반응은 조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방사선조사에 의한 당-아

민 갈변 반응이 가열 및 저장 중 갈변 반응과 같은 경로 및 메커니즘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아민 모델 수용액을 방사선 조사 후 생성된 질

소함유 고분자 갈색화합물(MW > 12,000-14,000)을 분리하여 구조를 분석

한 결과, C=C, C=O 및 N=O 와 같은 이중결합이 생성되었으며, 가열반응

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구조와 유사하 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해 당 및 아미노산의 분해산물이 생성되며, 이들의 중합반응으로 착색화합

물을 생성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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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pH,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어떠한 환경에서 억제되는

지 평가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갈변 반응을 억제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당-아미노산 모델 수용액 상에서 갈변반응은 산성 pH와 냉동 온도에

서 조사할 경우 반응이 억제되었다. 산성 pH에 의한 억제는 식품에 적용할 

경우 식품의 맛 및 풍미에 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산 처리는 pH를 크게 

저하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냉동 온도에서의 조사는 식품의 

맛 및 풍미에 크게 향을 주지 않는 처리법이며, 화학적 첨가 처리에 비해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밥을 냉동 조사하 을 때, 방사선 조사 동

안 뿐 아니라 저장 기간 중의 갈변 반응이 억제되었다. 이는 냉동 온도에서 

조사시 수분의 동결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밥의 수분 래디칼의 생성이 억제

되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당 및 아미노산의 분해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보

이며, 이는 ESR 결과에 의해 증명되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갈변 반응의 원인 규명과 억제 방안을 제시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수용도를 높여 방사선 조사

식품의 적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

SUMMARY

I. Project Title

  Technical Report for a Study on the Mechanism and Control of Non- 

Enzymatic Browning Reaction in Gamma-Irradiated Food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Irradiation has been shown in the pasteurization or sterilization of foods 

to effectively control the many biological hazards associated with the foods 

without compromising the nutritional properties. However, High-dose 

irradiation can lead to a change of the sensory characteristics such as 

flavor, texture, and the color. Some researchers hypothesized that these 

observations were due to the forming of the colored compounds by the 

Maillard reaction between amino compound and carbohydrate. There are 

few scientific literatures concerning the mechanism of the change of the 

color in the irradiated foods. It is necessary to study for clarification of 

mechanism of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occurred by 

gamma-irradiation, i.e., whether the brown color formation is a result of 

Maillard reaction or caramelization or other reaction. The method to prevent 

the browning reaction which is deterioration of sensory property of 

irradiated food is also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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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esent project investigated that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occurred by gamma irradiation (i) is whether the brown color 

formation is result from Maillard reaction or caramelization or by other 

reaction, (ii)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the sugar/amino acid, pH, ions, and temperature, so on, (iii) is controlled.

IV. Results of Project

1. Gamma irradiation leads to a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carbonyl 

-amine reaction) in an aqueous system similar to those induced in a 

heated one. This reaction may influence the changes of the color in 

irradiated foods. The intensity of the reaction was dependent on the type 

of the sugar, if the occurrence is by irradiation or by heating. 

2.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browning reaction between irradiation and 

heating. Although no browning was observed in the heated solution of 

the non-reducing sugar, the formation of colored products was observed 

in the irradiated sucrose-lysine solution. It could be explained on the 

basis that irradiation promotes the breakdown of the glycosidic linkages 

of the disaccharide, sucrose and the produce of a reducing power.

3. The high molecular weight melanoidin (> MW 12,000-14,000 Da) was 

produced by gamma irradiation from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between glucose and glycine. The structure of melanoidin was 

similar to melanodin from heat processing. The present results suggested 

that gamma-irradiation occurred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that is similar the reaction by heat processing.

4.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during gamma-irradiation processing 

was greatly influenced by pH and medium of reaction system. The 

brown color development of irradiated sugar solutions with and without 

glycine is more increased in buffer system especially with alkalin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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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DDW. When food is irradiated, off-color such as browning can be 

produced due to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and it is 

influenced by other ions and/or pH of system. 

5. This suggests that the browning of irradiated food might be retarded by 

lowering the pH of the system.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for the various complex food system.

6. Gamma-irradiation produce the free radical and the radiolysis products of 

sugar and glycine and then they may be condensed to colored products 

during post-irradiation. However, when the food is irradiated in frozen 

state, the production of free radical and radiolysis product is inhibited 

and it may prevent the browning reactio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is a new trial in research of food irradiation especially starch 

food and it might be helpful for extending the field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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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의 원인 및 기작을 규명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갈변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사

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및 생산자의 수용도를 증가시켜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용

분야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화학적 처리와는 달리 위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위생화기술로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유전학적, 양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기

술이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의 저장성 증진 및 완전 멸균을 위해 고선

량 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고선량 조사에 의해 식품

의 풍미, 질감, 색 등과 같은 관능적 특성이 변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조사에 의해 식품의 갈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어있

다. 식품의 가공 및 저장 중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반응은 식품의 갈색화를 비

롯하여 flavor 생성, 물성 변화 등 식품의 관능적 품질 뿐 아니라 양 생리적 기

능성 및 안전성에도 향을 미치는 중요한 반응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식품 

특히 전분식품의 갈변현상이 일어나 소비자 수용도가 저하되어 방사선 조사기술

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

변 반응의 원인 및 기작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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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현기술 상태의 취약성

  그 동안 가열처리에 의한 Maillard 반응과 같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amino와 

carbohydrate 사이에서 갈변 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제시하 다. 즉 방사선 

조사식품의 갈변 반응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탄수화물 및 단백질 분해산

물의 상호반응으로 고분자 착색화합물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설일 뿐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에 대한 원인 

및 반응경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비효소적 갈변반응은 수많은 연구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억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

은 온도, pH, 수분활성, 그리고 농도와 같은 환경요인에 따라 반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여 반응속도를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

구된 억제방법으로는 sulfhydry1 성분첨가, 아미노산 그룹의 acetylation화 그리

고 antioxidant 처리 등이 있으나 효과가 미약하거나 독성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Maillard 반응인지 

caramelization 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인지 반응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

하여 감마선조사식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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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절  식품의 방사선 조사

  식품제조 및 보존유통에서의 위생화 기술의 발달, 공중보건과 관련한 제반 시

스템의 과학화와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 그리고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

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서 유래한 질병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발병하므

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적 손

실 또한 막대하다. 보건위생의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식품 유

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환자는 연간 약 650만∼3,3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9,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질병관련 

직접비용만도 29억∼67억 달러이며 부가적인 경제손실 비용은 197억∼349억 달

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

과적인 식품 위생화 기술과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만약 가금육을 포함한 식육에 방사선 조사기

술을 50%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미국 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88만명 이하로, 사

망은 350건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여 방사선의 이용이 식품의 안전저장

과 위생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 고, 실제로 미 농무성은 2002년 

말까지 미국 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

사를 승인하 으며(2002. 10. 25.) 학교급식에서의 위생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식품가공, 저장 및 위생화 방법으로 알려진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용

대상 식품에 대한 저장수명 연장, 살충, 살균 및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등에 효과

가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기구(FAO, IAEA, WHO, FDA 등)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그 건전성과 경제성이 공인되어 현재 39개국에서 40여 식품

군, 230여 품목이 각국 보건 당국에 의해 허가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방사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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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큰 장점은 식품을 완전히 포장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생화 기술로

서 식품의 이차 오염 없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지난 반세기동안 선진국 중심의 다각적인 연구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의 어떤 위생화 처리방법보다도 효과적이고 미생물

학적, 독성학적, 유전학적, 양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

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현재 유럽공동체(EU), 미국 등의 선진국과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

체제에 있어 “위생식물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 등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산업적 적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성과와 기대효

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도입단

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나 식품 생산자

의 이해와 수용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1.  방사선의 기초원리

 가. 방사선의 직접적인 효과

  감마선과 X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피조사체의 빠른 전자 유리화를 포함한 많

은 방법으로 에너지로 전환된 후 전자적 상호작용으로 에너지를 잃는다. 이와 같

이 상호작용에서 전자는 분자내 원자로 방출되어 남아있는 분자는 양전하를 띄

게 된다. 감마선 혹은 X선을 이용한 가공공정은 중성원자 및 분자가 전하를 띄

게 하므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전자의 손실획득에 의한 이온

형성과정에서 불안정한 전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를 “자유 라디칼”로 일컫고 이는 

다음과 같이 • 으로 표시한다.  

자유 래디컬은 불안정한 전자를 가지고 있어 반응성이 매우 높다. 즉, 방출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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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른 원자 및 분자를 이온화 시킨다. 고에너지를 띈 입자가 원자를 지나가

게 되면 원자의 전자 방출 없이 전자에 에너지를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를 "들

뜬현상" 이라 부른다. 이 들뜬 원자는 다음과 같이 * 로 표시한다. 

  수많은 원자 및 분자를 포함한 피조사체는 고에너지를 띈 입자와 전자 간 상

호작용이 일어나 들뜬 상태가 된다. 감마선 및 X 선과 피조사체사이에 가장 중

요한 이론은 “컴프턴 효과”이다. 이는 광자의 에너지가 궤도전자와 충돌해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전자에게 주면서 그 전자를 추출시키고 나머지 광자는 감소된 

에너지를 가지고 꺽인 쪽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 에너지는 원자 및 분자의 궤도

를 따라 상호작용하여 이온화 및 들뜬상태가 된다(Newton, 1963; Sharpe, 1990). 

Hall 등 (1963)에 따르면 방사선 이 물체를 지나가면 이온 및 들뜬 분자가 형성

되어 처음 10-14초에 방사선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를 첫 번째 공정 또는 직

접적 효과라 하 다. 이 직접적 효과는 특정한 원자 및 기능기에 제한되지 않고 

적용이 된다. 즉 방사선은 어떠한 분자와도 충돌하여 향을 준다.

나. 방사선의 간접적 효과

  들뜬 분자(M
*
)는 에너지 방출, 내부 열로 전환, 이웃분자에 전이, 또는 수많은 

화학반응 등의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잃는다(Hall 등, 1963). 

들뜬 분자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래디컬로 분열될 수 있다. 

M
*
 → •R1 + •R2

또는 2개의 분자로: M* → •M1 + M2

후자는 방사선 공정의 최종생성물을 나타낸다.

  만일 자유 래디컬에 의해 들뜬 분자의 분열이 일어나면 이들은 많은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아마 다른 래디컬들과 재결합(radical-radical 

recombination)하고 스퍼(spurs)와 같은 래디컬 집단을 형성한다. 만일, 래디컬들

이 결합하여 원래 분자(M)를 형성하면 사실상 변화는 없다. 

•R1 + •R2 → M

그러나 래디컬은 M과는 다른 새로운 분자로 결합될 것이다. 자유 래디컬은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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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와 반응하여 수소원자를 제거(abstraction)하기도 한다.

                            •R + MH → •M + RH

이렇게 형성된 래디컬은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단지 래디컬간 재결합, 래디컬 

분해열, 또는 래디컬 소거제(radical scavengers)와 결합에 의해서만 소멸된다. 래

디컬 소거제는 자유 래디컬과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diradical 

(possesses two unpaired electrons)인 산소는 자유 래디컬과 바로 반응하며 과산

화 래디컬(•RO2)을 형성한다.

•R + O2 → •RO2

불포화 분자의 이중결합은 래디컬과 쉽게 반응하므로 가장 일반적 래디컬 소거

제이다.

다. 방사선이 식품 성분에 미치는 향

(1) 물

  대부분의 물은 식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결과적으로 물의 방사선 분해는 

식품 방사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수한 물이 조사되었을 때 수많은 높은 반

응생성물들이 형성되고, 이는 다음 방정식과 같다.:  

H2O→•OH(2.7) + eaq
-
(2.7) + •H(0.55) + H2(0.55) + H2O2(0.71) + H3O

+ 

상대적 생성량은 G 값(100 eV 흡수당 생성된 종의 수)으로 표시한다. 수산화래

디컬(•OH)은 강한 산화제인 반면 수용성전자(eaq
-
)와 수소원자(•H)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식품에 포함된 있는 물은 조사되는 동안 산화 - 환원반

응이 모두 일어난다(Stevenson, 1992). 수산화래디컬은 aromatic 과 olefinic 화합

물에 더해지거나 C─H 결합으로부터 수소원자를 분리하고, 반면에 수용성 전자

는 대부분 aromatic compounds, carboxylic acids, ketones, aldehydes, thiols에 

더해진다. 수소원자는 C─H 결합으로부터 수소가 분리되고 또는 olefinic에 더해

진다(Nawar, 1986). 수소분자(H2)와 과산화수소(H2O2)는  물의 방사선 분해의 유

일한 안정한 최종 생성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래와 같이 조사에 의해 생성된 

래디컬에 의하여 크게 소비되고 심지어 고선량 조사에서도 소량 생산된다. 

H2O2 + eaq
- 
→ •OH + OH

-

H2 + •OH →  H2O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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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화학적 반응은 복잡하고, 많은 방사선 분해 생성물이 가능하다. 수

용액상에서 생성되는 자유 래디칼 중 hydroxyl radical(․OH)은 탄수화물의 방사

선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탄소와 결합된 수소

원자가 분리된다.

  분리(Abstraction) :

이렇게 수소원자가 분리되어 생성된 deoxycarbonyl 래디컬은 다음과 같이 다른 

반응에 관여한다(Dauphin 등, 1977; Nawar, 1986).

 불균형(Disproportional): 

 이분자체 형성(Dimerization):

 탈수(Dehydration) :

물의 방사선 분해로 생성된 hydroxy radical(․OH)과 수소원자는 glucose의 탄

소와 수소원자의 결합을 분리하여 glucosyl radical을 생성한다. 이 때 hydroxyl 

radicals과 수소원자가 glucose의 어느 부분과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두 6개의 

glucosyl radicals이 형성될 수 있다. 반응되는 부분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C1과 

C2∼20%, C3과 C4∼10%, C5∼15%, 그리고 C6∼30%. 

Fig. I-1은 래디컬이 glucose의 C1 부분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을 나

타낸다(Dizdaroglu 등,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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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1. Major products of gamma radiolysis of glucose in aqueous solutions 

(Dizdaroglu, et al., 1975)

  방사선 조사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전분, 셀룰로오즈, 펙틴과 같은 다당

류를 분해하며, 그 기전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다당류

의 glycosidic 결합이 분열되어 glucose, maltose, erythose, ribose, mannose와 

같은 저분자당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Dauphin 등, 1977; Sokhey 등, 1993; 

Simic, 1983). 또한, formic acid, acetaldehyde, methanol, acetone, ethanol, 

methyl formate 등의 분해산물이 생성된다. Raffi 등(1981)은 전분의 기원(옥수

수, 감자,  또는 쌀)에 관계없이 조사에 의한 최종 분해산물은 대부분 동일하

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자유 래디컬들은 전분입자의 구조

와 양을 변화시킨다(Sokhey 등, 1993; Raffi 등, 1980). 

  저선량으로 조사된 전분은 입자구조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100 kGy 이

상의 고선량 조사에 의해 손상이 관찰되었다(Sokhey 등, 1993; Tomasik 등, 

1995). 옥수수 전분과 쌀 전분의 결정성(crystallinity)은 조사선량에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MacArthur 등, 1984; Wootton 등, 1988). 또한 방사선 조사는 전분의 

호화 점성을 감소시키고 수용도와 산도를 증가시킨다(Bao 등, 2001; MacArthur 

등, 1984; Roushdi 등, 1981). 전분의 팽윤력은 조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감소되나

(MacArthur 등, 1984; El-Saadany 등, 1974) Raushdi 등(1983)은 20 kGy이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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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에는 증가되나 그 이상의 조사에 의해서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Roushdi 등, 1983). Rayas-Duarte 와 Rupnow(1993)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전분의 호화 엔탈피가 증가하 으며 20 kGy로 조사된 건조 콩 전분의 호화 

최대 온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Rayas-Duarte 등, 1993). Bachman 등

(1997)은 2 kGy의 조사된 전분의 노화도가 Lascotriticale  전분의 경우에는 

감소하 으나 Grana  전분의 경우에는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아 로스와 

아 로펙틴의 분자 길이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Sokhey 등, 

1993; Roushdi 등, 1981; Rayas-Duarte 등, 1993). 또한 겔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연구에서 조사된 전분은  fractioin I 피크(주로 아 로펙틴으로 구성)의 분열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Sokhey 등, 1993). 이러한 방사선 조사된 전분은 

구조에 의해 α- 및 β-amylase 등 소화효소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졌다

(Ananthaswamy 등, 1970).

 

(3) 단백질

 수용액 상태에서 조사될 때 glycine과 alanine과 같은 단순 아미노산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변화된다.

    수소원자 제거 : 

                  :   

    탈아미노 반응 : 

   생성된 래디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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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o acid는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가수분해된다.

또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 본래의 아미노산보다 탄소수 1가 적은 아민이 생성

된다.

탈탄산 반응에 의해 생성된 래디컬은 다른 화합물과 반응하여 amine과 aldehyde

를 생성한다.

 Peptide의 방사선 화학은 그 구성성분인 아미노산의 경우와 유사하다. Peptide결

합수가 증가할수록 hydrated electron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되고 생성된 래디컬

은 deamination이나 main chain scission에 의해 파괴된다(Rustgi 등, 1978). 

Peptide의 방사선 분해산물은 주로 ammonia, fatty acid, keto acids 및 amide유

사화합물이고 래디컬들의 재결합에 의해 diamino acid가 생성되기도 한다

(Delincée, 1983; Liebster 등, 1964). Peptide에서 일어난 래디컬 반응은 단백질에

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단백질에 대한 방사선 화학반응은 peptide chain의 folding, disulfide 결합 및 

수소결합, 소수성결합, 이온결합이나 몇몇 subunit간 결합과 같은 이차적 결합 등 

복잡한 구조에 의해 달라진다. Polypeptide 기본구조의 C-N결합의 분열, 

disulfide결합의 분리와 같은 반응들에 의해 단백질은 더 작은 단백질로 분열될 

수 있다(Diehl, 1995).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분리와 응집현상은 단백질의 

이차 및 삼차구조가 조사시 생성되는  수화전자, 수소원자, 수산화래디컬과 같은 

물 래디컬과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 구상 단백질은 분자내 polypeptide간 교차결

합에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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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식품의 지방 및 지질은 주로 glycerol과 ester결합을 하고 있는 지방산 즉, 중

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의 방사선 화학의 기본적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순수한 triglycerides을 대상으로 모델 시스템에서 연구하 다(Nawar, 1977). 방

사선에 의한 지질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산소분자

에 의해 촉진 작용되는 자동산화반응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에너지 방사선

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질분자에 향을 주어 변화되는 것이다(Nawar, 

1986). 지질이 방사선 조사되면 직접적 효과(전자 발생 및 컴프턴 효과)에 의해 

양이온 래디칼과 들뜬 분자가 생성된다. 일반적인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질의 분

해 기작은 carboxyl group 또는 이중결합에 대한 양전하 이동에 의한 이온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carbonyl group 주위에서 분열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Nawar, 1978). 16개의 자유 래디컬이 carbonyl group 주위 결합의 분열에 의해 

우선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분리(abstraction), 해리

(dissociation), 재결합(recombination)을 포함한 수많은 반응에 관여한다. 불균형

화, 그리고  래디컬 분자 상호반응, 안정적인 방사선 분해 산물의 형성 유발은 

형성물의 존재방식에 따라 제 1의, 재결합 그리고 제 2의 생성물로 분류된다. 산

소의 존재 안에서 조사된 지방의 주요 비 산화 방사선 분해 생성물은 이산화탄

소, 수소 그리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리고 Cn aldehyde이다.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탄화수소는 대부분 Cn-1 alkane이고, 지방산보다 1개의 탄소가 없으며, 

Cn-2:1은 1위치에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산보다 2개의 탄소원자가 

없다(Nawar 등, 1990). 이러한 화합물은 조사 식품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2. 방사선 분해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가. 산소

  조사되는 동안 산소의 유무는 방사선 분해에 향을 준다. Hydroperoxyl 

radical (•HO2)은 수소래디컬(OH)과 산소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H+ O2 → •HO2

그리고 음이온 과산화 래디컬(•O2
-
)이 생성된다.

•HO2 → H+ •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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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과산화 래디컬(•O2
-
)은 또한 산소와 함께 수용성 전자(e

-
)의 반응에 의하

여 형성된다.

eaq
-
 + O2 → •O2-

Hydroperoxyl radical과 superoxide radical은 둘 다 산화제이다. 그 래디컬 중 하

나는 과산화수소(H2O2)가 생성된다(Diehl, 1995; Swallow, 1977):

•O2
- 
+ •HO2 → H2O2 + O2

2•HO2 → H2O2 + O2

미량의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조사되었을 때 형성된다. 지방을 포

함한 식품은 호기적 환경에서 조사될 경우 자동산화가 일어나 산패취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혐기 상태에서 조사는 이러한 이취와 냄새가 억제될 수 있다. 

강한 산화제인 오존 또한 조사하는 동안 산소로부터 형성된다.

나. pH

  수용성 상태의 pH는 조사의 결과에 향을 줄 수 있다. 평형상태의 pH-의존

은 다음과 같은 방응식에 의하여 설명된다(Diehl, 1995):

eaq
-
 + H

+
 → •H

•H + OH
- 
→ eaq

-

산성 상태는 수용성 전자를 소멸시키는 반면 알카리 상태는 수용액 전자를 형성

시킨다.

다. 온도

  조사되는 동안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초기 조사와 흥분 상태 그리고 더 많은 

활성 종의 반응에 중요한 것은 온도이다(Swallow, 1997). 특히, 동결식품의 경우 

water radiolysis의 중간체 생성 억제되고 다른 식품 구성화합물과 작용이 자유

롭지 않기 때문이다(Urbain, 1986). 그러므로 동결은 식품성분에 대한 방사선의 

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결식품이 해동될 때 방사선 분해 산물의 산출이 증

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결에서 해동상태로 이동하는 동안 중간 생성 반응물이 

변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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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비효소적 갈변반응

  일반적으로 식품 가공기술 중 알려진 비효소적 갈변반응은 크게 3 가지이다

(Hodge, 1953).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carbonyl-amino반응은 Maillard 반응으로

도 불리며 aldehydes, ketones 및 환원당과 amines, amino acids, peptides 또는 

단백질의 반응을 포함한다. 또 다른 형태는 caramelization으로 당 및 

polyhydroxycarboxylic acids이 아미노산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가열되었

을 때 일어난다. 식품공정에 의하여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 번째 갈변반응은 

ascorbic acid이나 polyphenols이 dipolycarbonyl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이다.

1. 당-아민 갈변반응의 기본원리

Maillard 반응은 프랑스 화학자 Louis Maillard (1912)에 의해 처음 기술되어 

명명되었고, Hodge(1953)에 의해 처음 도식화되었다(Figure I-2). 초기단계에서 

glucose와 같은 환원당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자유 아미노그룹 주로 lysine의 

Ɛ-아미노그룹과 결합하여 amadori rearrangement product를 생성한다. amadori 

product의 분해는 pH에 의해 달라진다. 산성(pH 7 이하) 상태에서 amadori 

product는 1,2-enolisation된다. 만일 5탄당이 포함되었을 때는 furfural이, 6탄당

이 포함되었을 때는 hydroxylmehtylfurfural (HMF)이 형성된다. 알칼리(pH 7 이

상) 상태에서는 주로 2,3-enolisation에 의해 amadori compound의 분열이 일어난

다. 반면 4-hydroxy-5-methyl-2,3-dihydrofuran-3-one(HMF
one
)과 같은 reduc- 

tone 류와  acetol, pyruvaldehyde, diacetyl과 같은 다양한 최종산물이 형성된다. 

이들 모든 화합물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 다른 반응에 참여하기도 한다. Carbonyl 

group은 free amino group과 결합될 수 있고 그 결과 반응산물에 질소가 포함되

게 된다. 이 반응은 strecker degradation으로 알려져 있다. 즉,  cyclisation, 

dehydration, retroaldolisations, rearrangements, isomerisations이 일어나며 그 후

에는 condensation이 일어나 최종 단계에서는 melanoidin으로 알려진 질소함유 

착색화합물이 생성된다. 최근까지 각기 다른 분야의 많은 과학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Maillard reaction product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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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2. Scheme of carbonyl-amine reaction by Hodge.

I. Initial stage (colorless: no absorption in near-ultraviloet)

A. Sugar-amine condensation

B. Amardori rearrangement

II. Intermediate stage

(colorless or yellow, with strong absorption in near-ultraviolet)

C. Sugar dehydration

D. Sugar fragmentation

E. Amino acid degradation

III. Final stage (highly colored)

F. Aldol condensation

G. Aldehyde-amine polymerization; formation of heterocyclic nitroge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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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많은 연구에서 Hodge(1953)의 연구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반응경로가 설립되었다. McWeeny 등(1974)은 glucose의 반응에서 중요한 중간

산물인 3-deoxyosulose (DH)와 3,4-dideoxyosulose-3-enes(DDH)을 보고하 다. 

그 후, Ghiron 등(1988)은 3-deoxy-2-hexosuloses, 1-deoxy-2,3-hexodiuloses 및 

α-dicarbonyl 중간산물은 아미노산과 친핵성 결합 반응 또는 decarboxylation에 

의해 strecker aldehyde (RHC=O)을 생성한다. Huber와 Ledl(1990)는 열처리한 

amadori 산물로부터 1-deoxy-3-deoxyglucosones을 분리하 다. 최근 Tressl 

(1995)는 
13
C-labeled sugars를 사용하여 반응 메커니즘의 새로운 전망을 주었다

(Fig. I-3). 이 메커니즘은 기존의 다른 반응경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pH에 

따른 변화도 포함되어 있고 이 반응 경로에서 중요한 화합물은 1-, 3- 및 

4-deoxyhexosuloses이다. Amadori 산물과 dicarbonyl 유도체는  enolization 반응

에 의해 retro-aldol reaction으로 더욱 활성된 반응산물인 retro- aldol, hydroxy 

acetone derivatives, glycerald ehydes, diketones과 같은 C2, C3, C4, C5 당 분해

산물이 생성된다. Retro-aldol 반응은 알칼리 pH에서 더 중요하다. 

  또한, Yaylayan과 Huyghues–Despointes(1996)는 amadori 산물과 자유 아미

노산의 반응에 의해  acetic acid, pyruvaldehyde 및 저분자 당이 생성된다고 보

고하 다. 결과적으로 알칼리 pH에서는 향기성분을 생성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 

Retro-aldol 반응에 추가적으로 α-dicarbonyl과 formic acid가 포함된 세 가지 산

화환원 반응이 밝혀졌다. Berg와 van Boekel(1994)는 lactose의 Maillard 반응을 

보고했다. 또한 van Boekel과 Brands(1998)는 formic acid와 acetic acid가 

Maiilard 반응의 주요 분해산물이라 보고하 다.

  Tressl의 견해와 동일하게 Yaylayan과 Huyghues-Despointes (1996)는 

"chemical pools"로 Maillard 반응을 분류하 다. 최종적으로 amadori 산물이 식

품(Molero-Vilchez 등, 1997)과 의학분야(Fu 등, 1994) 모두에서 중요한 중간산물

로 제안되었다.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Maillard 반응 경로는 현재까지도 논란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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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3. Scheme of glucose/glycine Maillard reaction by Tressl et al.

AMP (Advanced Maillard Products); 1-DH (1-deoxy-2,3-diketose);

3-DH (3-deoxyaldo-ketose); 4-DH (4-deoxy-2,3-diketose).

2. 향기성분 및 착색화합물 

가. 향기 성분 형성

  Maillard 향기성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휘발성 향기성분에 다루고 있으며 

맛에 대한 연구는 단지 몇몇 연구에 불과하다. Maillard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향

기성분은 소량이지만 구조 및 종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그 반응 기

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Amadori 또는 Heyns 화합물에서 유도된 

deoxyosnes는 휘발성 향기 성분의 중요한 원천이다. Deoxyosone은 cyclization/ 

dehydration에 의해 중요한 향기성분인 furan 유도체, 및 다양한 형태의 furan이 

형성되며 이는 ozone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Xylose, rhamnose, glucose와 같은 

단당류는 1-deoxyosones, 3의 cyclization을 통해 furfural,  5-methylfurfural, 

5-hydroxy-methylfurfural 5  (R=H, CH3, CH2OH)이 생성될 수 있다. 비슷한 방

법으로 3-furanones, 6. 및 3-furanones (6R=CH3)의 전구체인 3-deoxysone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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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4. Basic Maillard reaction scheme.

성되며, 이는 매우 낮은 향 감지 역치값(0.04 ppm)을 가지고, 달콤한 특성과 

caramel 특유의 향을 가진다. 그러나 육류에서 3-furanones은 조리된 육류 특유

의 행을 가진다. 또한 대기 중에서 H2S와 같은 황은 육류 향의 특유의 행을 가

진 함황 heterocycles를 생성한다(van den Ouweland 등, 1975). 2-methyl-3- 

furanthiol과 같은 몇몇의 황 화합물과 관련 disulfide 역시 조리된 고기 특유의 

냄새를 가진다(Gasser 등, 1988). Deoxyosones 3과 4의 결합 분열은 중요한 향을 

생성하며, 이는 이론적으로는 Strecker 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Fig. I-5). 

Deoxyosone의 retroaldol 반응은 pyruvaldehyde 및 1,2-dicarbonyl등 전분자 화

합물을 생성하며, 대기 중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휘발성 향기성분을 생성한다. 

  Aldehydes(RCHO)를 포함한 Strecker생성물은 초기유래 아미노산과 pyrazines, 

oxazoles, thiazoles, pyrroles, thiophenes 같은 다양한 heterocyclic 화합물로부터 

생성된다. 식품에서 생성되는 많은 휘발성 heterocycles과 그들의 다양한 메커니

즘 향의 특성은 잘 보고되어 있다(Vernin, 1982). Alkylpyrazine과 같은 몇몇 화

합물은 모든 가공식품에서 보편적으로 생성된다. 반면, 3-furanthiols과 같은 주

요 화합물은 훈연된 고기나 커피와 같은 식품 안에서 생성된다. 몇몇 식품은 특

별한 전구체로부터 유도된 특별한 Maillard 향기성분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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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5. The stretcher degradation. 

예를 들면 지질을 함유한 2-pentylpyridine와 같은 long chain heterocycles이 생

성된다. (Whitfield, 1992; Buttery 등, 1977) 많은 양의 pralin을 함유하고 있는 

cereal-based 식품의 모델 연구 결과, praline은 당과 반응하여 쓴맛의 

dipyrrolidinohexoserductones(Pabst 등, 1985)과 구운 빵의 냄새인 pyridines 

pyrroles(Tressl 등, 1981)를 생성한다. 

나. 착색 화합물

  Maillard반응의 색 화합물 특히, 고분자 불용성 착색화합물은 아직 많은 부분

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conjugated double bond로 이루어진 저분자 불포화 화

합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3-furanon 6 (R=H)는 furfural과 aldol 

condensation/dehydration 반응에 의해 황색화합물 7과 orange tricyclic 

compound를 형성한다(Fig. I-4)(Ledl와 Severin, 1978). 유사 화합물은 당-아미노

산 반응(Ames 등, 1993)에서 생성되어 왔고 이론적으로 더 많이 잔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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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lanoidin 구조

  갈색 화합물인 melanoidin의 비동질성 때문에  구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발표된 구조적 정보는 주로 medel system에서 분리된 melanoidins에 기초하고 

있다. Tetrameric repeating 구조는 환원당, butylamine과 ammonia로부터 생성된 

melanoidin에 제안되었다(Kato 등, 1981).  그들은 ozone-imines는 중합물의 전구

체와 같았으나 pyrroles과 같은 aromatic 구조는 아마 부산물이었으나 중합체 형

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후에 glucose-glycine melanoidins의 광학

적 근거(spectroscopic evidence)는 non-aromatic 중합 구조임을 입증하 다

(Kato 등, 1986).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반응시간에 따라 melanoidin에 

pyrooles 또는 indole N이 포함된다고 보고하 다(Benzing-Purdie 등, 1989). 더

욱이 최근에 bisulfate로 조절된 6-aminohexanoic acid와 당의 반응은 그들의 색, 

형광 때문에 pyrroles이 melanoidin 구조의 일부 유형으로의 존재한다. 그러므로, 

pyrrole hydroxymethyl group에서의 친핵성 치환이 교차결합구조와 polymer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Klein 등, 1992).

  교차결합구조의 다른 유형은 2-carbon 입자로부터 유도된 pyrazinium 래디컬 

양이온 구조이다(Fig. I-4)(Namiki, 1988). 안정한 자유 래디컬을 함유하고 있는 

중합물들은 아마 식품 melanoidins의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 처음 형성된 2-carbon 입자의 축합 생성물인 dihydropyrazines 은 ascorbic 

acid와 같은 전자 환원제 역할을 할 것이다(Liao 등, 1988). 제안된 반응에서 

dihydropyrazines는 안정한 양이온 래디컬로 산화될 것이다.

  과거에 그것은 peptides와 당, 아미노산과 다당류의 첨가와 같은 alternate 

model system은 식품의 melanoidin구조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당- 아민 갈변반응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가. 수분활성

  수분은 Maillard 반응에서 용매와 반응물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수분활성이 

갈변반응에 미치는 향은 많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수분활성의 특별한 효과인지 

농축과 확산의 효과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수분활성이 높았으나 

점점 낮아지면서 반응물은 더욱 농축되었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증가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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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ystem은 분말이나 glassy 형태에서와 같이 점점 농축되기 때문에 확산이 점

차 어려워지고 반응물은 서로 접촉하기 어려워져 반응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나. 당의 종류

 그 동안 당의 종류에 따라 갈변에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이는 

열린 구조의 차이로 설명된다. 열린 구조에서 당은 빠르게 갈변된다. 이것은 또

한 육탄당(hexose)와 pentose(오탄당)의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다. pH

  pH는 반응 속도와 생성물 종류 모두에 향을 준다. Nursten(1986)은 산성 pH

에서 오탄당으로부터는 furfural이 육탄당으로부터 5-hydroxymethyl furfural이 

형성되고, 알칼리 pH에서는 furanones가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 일반적으로 

Maillard(당-아민)반응과 carmelization(non-amino carbonyl reaction) 모두에서 

pH가 높을수록 더 짙은 색이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ndrew 등, 2002; van 

Boekel, 2001). Ashoor와 Zent(1984)은 pH 6.0 이하에서는 어떠한 amino acid- 

glucose혼합물에서도 갈변이 일어나지 않았고, pH 10.0에서 갈변이 최고로 나타

났다. pH 값은 갈변반응의 활성화 에너지(Ea)에 향을 준다: pH가 낮을수록 갈

변화합물 형성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는 증가된다(Lee 등, 1984).

라. 온도

 당의 활성 형태인 열린 형태의 농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 또한  

Maillard 반응은 각각 다른 온도 민감도를 가진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반응 경로는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20-60℃의 낮은 온도에서 얻어진  

kinetic 결과는 100-150℃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마. 완충용액

  완충용액에 포함된 phosphate와 acetate는 갈변반응을 촉진시킨다(Rizz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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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아민 비효소적  갈변반응 억제

가. Sulfur Dioxide

  오래전부터 sulfur dioxide와 sulfites는 식품 보존에 직접적으로 첨가하여 사용

하 다. S(IV)은 식품 성분과 SO3
2-
의 친핵성 반응을 일으켜 C─S와 S─S 공유

결합의 형성을 유도한다. 갈변 억제반응의 이론적 기작이론은 cis-와 trans- 

3,4-dideoxyhexosulose-3-ene(DDH)의 α, β-unsaturated carbonyl 부분에 SO3
2-

가 친핵성 결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DDH는 SO3
2-
결합에 의해 3,4-dideoxy-4-sulfohexosulose (DSH)로 된다. 이와 

같은 DSH 형성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hydroxylsulfonates(HS)으로의 

변환은 가역적이다.

Fig. I-6. The route of the sugar-amine browning reaction inhibition by S(IV).

나. 아미노산 그룹의 acetylation

 아미노산 그룹을 변형시키면 아미노산이 갈변반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갈변

반응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 식품에 transglutaminase 효소를 처리하면 lysine의 

amino group은 amide group으로 변한다. 초기 갈변반응은 일어나지만 그 후 반

응은 진행되지 않는다(Friedman 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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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화방지제

  빵 표면(Ziderman 등, 1985)의 갈변반응은 산소에 의해 촉진된다. 또한, 항산화

제 첨가에 의해 식품의 갈변이 억제되었다. 수많은 항산화제는 굽고 저장하는 동

안 비효소적 갈변반응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Deglycation

  Watanabe 등(1987)은 토양 미생물로부터 Amadori compound를 분해할 수 있

는 fructosyl-N-alkyl oxidase를 생성하는 미생물인 Pseudomonas strain을 분리

하 다. 식품과 in vivo에서 갈변반응을 되돌리기 위한 "Amadoriases"와 같은 유

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Jiang 등, 1989). 

5. 인체 건강에 미치는 향

가. 양

  Maillard 반응 생성물(MRP)이 양에 미치는 향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가졌다(O’Brien 등, 1989;  Hurrell, 1990). MRP함유 식이는 두 가지 큰 

역과 연결 된다: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bioavilability) 감소와 antinutritive 효

과이다. 식품 MRP의 존재는 유아의 유아식 그리고 정맥주사와 같은 몇몇 한정

된 식품을 제외하고 심각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다. Maillard 반응은 lysine, 

arginine 그리고 histidine, tryptophane 그리고 cystein과 같은 제한아미노산이 결

합되어  단백질 생체이용률을 감소시킨다. 즉, lysine의 ε-amino 그룹은 환원당

과 결합하여 amadori compound를 생성한다. Fructose-lysine에서 단백질이 결합

된 그리고 자유  amadori compound도 rat와 유아에서 71%가 생체에 이용되지 

않고 결합된 형태 그대로 방출되었다(Hurrell, 1990). 

  단백질 생체이용률은 in vivo에서 관찰된 cross-linking 현상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Pongor 등, 1984). 2-carbon 입자의 cross-linking(Fig. I-4)(Namiki, 1988)  

또는 amardori 화합물의 반응 또는 pyrraline(Klein 등, 1992)는 난소화성 단백질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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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과 유독성

  MRP의 독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Maillard 반응물 혼합물이 잘 규명되지 않

아 어렵다(O’Brien 등, 1989). Ames test와 같은 screeeing assay의 발달은 혼합

물 또는 화합물의 돌연변이원성(mutagenicity)을 선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조

리된 식품의 돌연변이원성에 대한 우려는 pyrolyzed proteins과 amino acids에서 

돌연변이원성 물질이 관찰되면서 시작되었다(Namiki, 1988). 조리된 근육식품(육

류)은 다른 식품보다 더 많은 돌연변이원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돌연변이원성

이 강한 부류인 imidazoquinolins(IQs)는 구운 생선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었다. 

이는 in vivo에서 중간단계의  발암성을 가졌지만, 사람의 암에 관련성은 알려지

지 않았다. IQ형성 기작은 creatinine과 Maillard 반응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ic 등, 1993). 흥미롭게 시스템모델 안에 IQ compounds의 형성은 또한 

미리 형성된 MRP의 첨가에 의하여 억제될 수 있다(Yen 등, 1993).

다. 산화 방지제 활성

  모든 모델 시스템에서 분리된 MRP의 갈변도와 항산화효과사이에 비례적 관계

가 있음이 보고되었다(Cheigh 등, 1995; Tanaka 등, 1990;  Lim 등, 1997). 가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성은 더욱 증가하 다(Anese 등, 1999;  Nicoli 등, 

1999). 굽는 초기시간 동안에 강한 항산화성과 함께 갈변이 일어난다. 이 들 결과

는 그 반응기작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갈변도가 식품의 항산화 물질 생성의 

지표됨을 시사한다.

6. 비 아민 환경에서의 갈변 반응

 산성 혹은 알칼리성 촉매제와 함께 가열된 당 시럽에서 전형적인 caramel 향을 

지닌 갈색 화합물이 생성된다. 완충 용액(buffer)내 설탕시럽의 가열은 분자 분열 

및 풍미형성이 증가된다. 초기에 dihydrofuranones, cycolpenteno-lones, cyclo- 

hexenolones 및 pyrones가 형성된다. 반면에 ammonia, sulfuric acid와 함께 가열

된  glucose 시럽은 강한 착색 중합물이 생성된다. 이들 중합물은 이중결합에 

bisulfite anion이 결합되면서 안정성과 용해성이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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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절  감마선 조사가 전분 및 전분식품에 미치는 향

1. 재료 및 방법

가. 시료준비 및 방사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전분,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그리고 쌀 전분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쌀(Oryza sativa L . cv 

Dongjinbyeo, harvested in Dangjin, Chungnam-Do, Korea)은 2005년 대전의 소

매점에서 구입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밥은 쌀 300 g을 실온에서 20분 동안 

1.5배의 증류수에 수침한 후 전기밥솥(SR-0611, Cuckoo homesys. co., Ltd, 

Yangsan, Kyungnam-Do, Korea)으로 조리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 분말

죽은 (주)오뚜기에서 제조한 야채죽, 쇠고기죽, 잣죽의 세 종류이었다. 각각의 시

료는 Co-60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5 kGy의 선량으로 조

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0.1 kGy이

었다. 

나. 색도측정

  각 시료의 색도는 Hunter색차계(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을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을 측정하 다. 이 

때 zero calibration은 CM-A124box를 이용하 고, white calibration은 CM-A123

를 이용하 고, white calibration은 CM-A120을 이용하 다. 

다. 이화학적 특성 평가  

  전분의 호화 후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0.2% 전분 현탁액을 50-75℃에서 5분 

동안 가열한 후 spectrophotometer(UVIKON-XL, Bio-Tek Instrument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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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 Italy)를 사용하여 6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총 당 함량은 

phenol-sulfuric acid 방법(Dubois 등, 1956)로 측정하 고, 환원당은 dinitro- 

salicylic acid 방법(Miller, 1959)에 의하여 측정하 다. 팽윤력과 용해성은 

Sasaki와 Matsuki(199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시료 0.16 g에 

증류수 5 ml을 넣고, 70℃ 항온수조에서 10분, 끓는 물에서 10분 동안 

가열처리한 후 5분 동안 냉각한 시료액을 20분 동안 1,700×g 속도로(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원심분리 하 다. 팽윤력은 침전물의 

무게비율로 계산하 고, 용해성은 상등액을 phenol-sulfuric acid 방법(Dubois 등, 

1956)으로 측정하 다. 쌀밥의 pH는 쌀밥을 10배의 증류수에 균질화시킨 후 pH 

meter (Orion 520A, Boston, MA, USA)로 측정하 고 산도는 균질화 후 20 

mL을 취하여 pH가 8.2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요되는 0.1 N NaOH 양을 lactic 

acid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라. 물성학적 특성평가

감마선 조사가 밥의 경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된 밥의 

물성을 Texture Analys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로 측정하 다. 각각의 온도에서 저장 중인 밥을 꺼내어 원형틀(40×20 

mm)에 15 g씩 담아 성형하여 측정하 다. 측정조건은 plastic plunger(cylindrical 

type,10 mm diameter)를 사용하여 50% 변형 될 때 까지에서 3 mm/sec의 

속도로 2회 반복압착시험을 실시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 곡선을 얻었고, 이 

곡선을 가지고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의 특성치를 구하 으며 

이들 값을 이용하여 부착성과 경도의 비(adhesiveness/hardness, A/H)를 

구하 다. 죽의 물성학적 특징은 Cock 등(1995)의 방법을 인용하여 back 

extrusion rig(Φ 45 mm)로 측정하 으며, 측정조건은 속도 5.0 mm/s, 25% 

그대로 압착하 다. 측정 후 force-time curve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Herman 

등(13)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즉, curve의 + 역에서 얻어지는 최대힘을 

견고성(firmness)으로, +면적(g·s)을 점조성(consistency)으로, - 역에서 얻어 

지는 최 대힘을 응집성(cohesiveness), -면적(g·s)을 유체저항(resistance to flow/ 

viscosity)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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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생물 생육검사

제조된 쌀밥을 30℃에서 4주간 저장하면서 총균수와 곰팡이 및 효모수 생육을 

검사하 다. 시료는 clean bench 내에서 멸균 nylon bag(10×15 cm, Sunkyung 

Co. Ltd)에 밥 10 g과 시료 중량의 9배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넣고 Stomacher Lab Blender(Model 400, Tekmar Co., 

USA)로 2분간 균질화하여 시험액으로 사용하 다. 총균수는 PCA(Plate Count 

Agar, Difco. Co.,USA), 곰팡이 및 효모는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Co., USA)에 일정수준 희석한 시험액을 도말하여 각각의 온도에서 배양하여 

생성된 집락수로 검사하 다. 총균수는 30℃, 효모 및 곰팡이수는 25℃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물수는 시료 1 g 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으며 검출을 위한 최소 계수한계는 10
1
 

CFU/mL이었다.

바. 표면구조분석

  coated with gold (Emitech, K-550, England)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i S-2400, Japan)를  이용하여 15 KeV, 3000X에서 표면구조를 분석하

다.

사.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소프트웨어인 SPSS 10.0 package (SPSS Inc, USA)를 사용하여 

one way ANOVA방법으로 분석하 고, 평균값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α=0.05수준에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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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가. 감마선 조사된 전분의 특성평가

(1) 감마선 조사 전분의 색 변화 

  전분의 색도는 전분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Table II-1에 감마

선에 의한 전분의 색변화를 나타내었다. 전분과 옥수수전분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L
*
값(명도)이 감소하 으나 b

*
값(황색도)은 증가하 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갈변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다른 연구

자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Rombo 등, 2001; Wootton 등, 1998). 특히, 옥수수 

전분의 색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분의 색변화를 최소화시킬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II-1.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s of starchA

Sample
Dose

(kGy)
L
*

a
*

b
*

△E
B

Wheat

0 97.52±0.03
a

-0.07±0.01
a

1.75±0.00
e

-

5 97.39±0.02
b

-0.10±0.02
b

2.07±0.02
d

0.36±0.03
d

10 97.29±0.04
b

-0.15±0.01
c

2.54±0.03
c

0.82±0.02
c

15 97.11±0.09
c

-0.18±0.01
d

2.77±0.04
b

1.10±0.01
b

20 96.83±0.09d -0.25±0.01e 3.48±0.03a 1.87±0.03a

Corn

0 97.84±0.02a -0.54±0.02e 3.73±0.09d -

5 97.45±0.02
b

-0.27±0.02
d

4.10±0.02
c

0.61±0.06
d

10 97.12±0.00
c

-0.17±0.00
c

4.08±0.00
c

0.89±0.05
c

15 96.79±0.05
d

-0.13±0.01
b

4.53±0.00
b

1.39±0.08
b

20 96.36±0.04
e

-0.06±0.01
a

5.16±0.07
a

2.12±0.05
a

Potato

0 95.90±0.04c -0.07±0.01a 2.08±0.01d -

5 95.98±0.03bc -0.08±0.01a 2.13±0.02cd 0.09±0.03d

10 96.08±0.04
ab

-0.15±0.01
b

2.12±0.03
c

0.20±0.04
c

15 96.01±0.06
ab

-0.27±0.01
c

2.58±0.01
b

0.54±0.01
b

20 96.00±0.06
a

-0.66±0.00
d

3.93±0.03
a

1.94±0.03
a

Rice

0 97.11±0.34
c

-0.01±0.01
a

1.38±0.06
c

-

5 97.99±0.15a -0.10±0.01b 1.45±0.03c 0.89±0.15b

10 97.66±0.12ab -0.19±0.01c 2.11±0.02b 0.94±0.06b

15 97.45±0.29
bc

-0.08±0.02
b

2.13±0.05
b

0.86±0.15
b

20 97.18±0.72
bc

-0.10±0.01
b

2.34±0.14
a

1.16±0.14
a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B△E : Overall colo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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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 전분의 환원당 변화

  Fig.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분의 환원당 함량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쌀 전분의 환원당 증

가율은 각각 0.1339, 0.1562, 0.1803, 0.204었으며 이때 R
2 
값은 각각 0.96, 0.98, 

0.97, 0.99이었다. 이러한 전분의 환원당 함량의 증가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으로(Raffi 등, 1981; Ananthaswamy 등, 1970) 전분의 depolymerization

에 의한 glucose와 같은 저분자량 당의 생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원당은 

Maillard 반응에 촉매 산물로 이러한 환원당의 증가로 모든 전분시료의 황색도의 

증가(Table II-1)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Irradiation dos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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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1.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reducing power of starches.

▼, wheat (R
2
=0.96) ●, corn (R

2
=0.98) ○, potato (R

2
=0.97) ▽, rice (R

2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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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조사된 전분 호화 용액의 투과도 변화 

  전분의 투과도는 전분의 노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전분식품의 품질 

특히, 조사 후 조직감에 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고구마 전분 

및 감자 전분과 같은 근채식물에서 얻은 전분은 호화 및 노화 후 투명한  gel을 

형성하는 반면, 곡류기원 전분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gel을 형성한다(Baek 등, 

2000). Fig. II-2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 호화용액의 투명도 변화를 나타낸다. 

전분용액의 투명도는 전분과 쌀전분은 60℃, 옥수수전분은 65℃, 감자전분은 

50℃에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전분은 비조사구에 비해 더 높은 

투명도를 나타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온도에 따른 투명도 증가율이 

증가하 다. 특히, 쌀전분은 다른 전분에 비해 투명도 증가율이 높았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호화 개시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감마선조사에 

의한 전분 호화 용액의 투명도 증가는 결과적으로 전분 필름의 투명도를 

증가시켜 산업적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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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2.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he transmittance of starches. 

A, wheat B, corn C, potato D, rice. ●, control ○, 5 kGy ▼, 10 kGy ▽, 15 

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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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의 팽윤력 및 용해성 변화

Table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분의 팽윤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20 kGy 조사된  전분,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쌀 전분의 팽윤력은 비조사구에 비해 각각 37.21, 52.50, 45.48, 53.53% 

감소하 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전분의 팽윤력 감소와 용해도 증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입자의 구성 결합이 약화되고, 전분 분자의 분열 및 분해로 

저분자 입자 및 단편이 생성되어 입자내 물 결합력이 약해지는 반면 친수성 

입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분의 

용해도는 감마선 조사의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전분, 옥수수 

전분, 쌀 전분의 용해도는 비조사구의 경우 각각 5.48, 4.76, 2.99, 11.34% 으나, 

20 kGy 조사구의 경우 17.28, 19.21, 13.79, 42.00%로 증가하 다. 

Table II-2. Effect of irradiation on swelling power and solubility of starchesA

Dose

(kGy)

Swelling power (g/g) Solubility (%)

Wheat Corn Potato Rice Wheat Corn Potato Rice

0 9.89
a

11.18
a

6.53
a

13.02
a

5.48
d

4.76
e

2.99
d

11.34
d

5 9.04ab 11.11a 5.32b 12.82a 9.82c 7.68d 4.73c 27.98c

10 8.12
b

8.92
b

5.05
b

10.63
b

9.66
c

11.07
c

7.58
b

33.91
b

15 7.68
c

5.82
c

4.84
b

8.06
c

12.88
b

14.76
b

9.24
b

37.07
b

20 6.21d 5.31c 3.56c 6.05d 17.28a 19.21a 13.79a 42.00a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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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의 물성학적 특성 변화

Table II-3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 호화용액의 물성학적 특성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전분 호화 용액에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firmness, 

consistency, cohesiveness, viscosity가 감소하 다. 20 kGy로 조사한  전분,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쌀 전분의 firmness는 비조사구에 비해 각각 79.16, 

79.14, 85.29, 79.35% 감소한 반면, 점도는 90.69, 85.07, 93.28, 93.07% 감소하 다. 

이러한 전분호화용액의 점도 감소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 전분이 

저분자화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Graham 등, 2002). 일반적으로, 전분은 

호화에 의해 점성이 증가되어 식품에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감마선 조사 전분의 조직특성 변화는 전분 사용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II-3.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exture parameters of starchesA

Sample
Dose
(kGy)

Firmness
(g)

Cohesiveness
(gㆍs)

Consistency
(g)

Viscosity
(gㆍs)

Wheat

0 239.4±7.2a -191.5±18.2d 839.2±14.8a -628.3±5.8e

5 134.0±2.4b -108.6±2.8c 480.2±12.3b -282.3±5.1d

10 75.3±5.3
c

-54.0±2.3
b

242.2±19.0
c

-139.8±13.0
c

15 63.1±2.8
d

-43.6±1.1
b

198.6±11.4
d

-100.2±5.0
b

20 49.9±0.5
e

-33.3±2.9
a

148.8±1.9
e

-58.5±1.2
a

Corn

0 269.9±15.6
a

-227.6±16.8
d

885.8±55.6
a

-510.4±20.1
d

5 209.7±18.6b -165.0±9.5c 718.7±18.9b -395.0±10.4c

10 122.6±8.4c -89.1±5.3b 420.7±15.6c -239.0±17.5b

15 58.1±0.8
d

-36.2±2.1
a

177.3±1.5
d

-77.0±1.4
a

20 56.3±0.8
d

-35.8±2.3
a

176.5±1.7
d

-76.2±0.7
a

Potato

0 353.5±10.0
a

-260.1±1.8
d

1223.7±12.5
a

-587.6±34.6
e

5 135.4±3.7
b

-212.3±16.7
c

471.3±20.3
b

-218.6±16.4
d

10 80.5±4.9
c

-62.0±1.5
b

253.1±11.4
c

-115.2±11.2
c

15 60.0±3.3
d

-46.5±1.1
a

189.2±16.2
d

-75.6±5.48
b

20 52.0±8.3d -35.0±4.5a 143.2±14.5e -39.5±7.6a

Rice

0 213.6±5.3a -173.8±6.9e 644.8±14.0a -368.2±42.8d

5 157.2±2.8
b

-123.8±4.7
d

555.1±20.2
b

-326.9±11.3
d

10 87.1±4.0
c

-62.8±1.4
c

292.2±12.5
c

-168.9±6.1
c

15 67.3±0.9
d

-47.4±0.8
b

217.3±3.2
d

-111.7±3.2
b

20 44.1±0.3
e

-29.8±1.9
a

126.1±2.1
e

-25.5±4.2
a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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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마선 조사에 의한 쌀전분의 입자크기 분포 및 표면 구조 변화

  조사된 쌀 전분의 입자크기 분포를 Table II-4에 나타내었다. 전분입자 크기는 

5-10 ㎛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20 kGy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입자 크기에 

향을 주지 않았다. Fig. II-3은 전분입자 모양 및 표면구조를 나타낸다. 5 kGy 이

하의 감마선 조사는 쌀전분 입자의 모양 및 표면구조에 향을 주지 않았다. 그

러나 10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전분 입자구조 파괴로 인한 표면에 hole이 관

찰되었다. 쌀 입자구조의 파괴는 전분과 단백질과 성분의 변화를 야기시켜 결과

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환원당, 용해성 증가와 같은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에 향

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Sokhey와 Hanna(1993)는 저선량 조사는 전분입자 구

조에 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선량 조사는 전분입자 구조의 파괴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Wu 등(2002)은 1 kGy 감마선조사에 의해서도 전분입자의 구조

가 변형되었다고 보고하 다.

Table II-4. Distribution of the percent particle size in raw rice starch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ose

(kGy)

Range of particle size (m) Mean
A

(m)

Median
B

(m)<1.0 1.0-<2.0 2.0-<5.0 5.0-<10 10>

0 9.5 6.5 9.7 44.3 30.0 8.08 7.41

5 9.4 6.3 9.8 43.4 31.2 8.14 7.55

10 9.1 6.2 9.3 42.9 32.5 8.36 7.71

15 9.2 6.2 9.3 43.3 32.0 8.25 7.68

20 9.0 6.1 9.5 44.9 30.5 8.11 7.65

A
Mean indicates the average of the size in distribution.

B
Median indicates the middle value in distribution (50% of cumulativ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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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on structure of raw rice starch 

granule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 : 0 kGy,  B : 5 kGy,  C : 10 kGy,  D : 15 kGy,  E : 20 kGy

A groove on the starch granule was observed over 10 kGy dose as indicated 

by arrows.

A B

D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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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조사된 전분 식품의 특성 평가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 식품의 색 변화

감마선 조사된 쌀밥의 색도 변화는 Table II-5와 같다.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명도(L 값)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지만, 황색도(b 값)는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조사 직후 비조사구의 황색도(b 값)는 1.71이었으나 5 kGy와 10 

kGy는 각각 2.52, 4.62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건조분말 죽의 색도 

변화는 Table II-6과 같다. 선량이 증가할수록 야채죽, 쇠고기죽, 잣죽의 명도(L 

값)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적색도(a 값)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잣죽의 경우 선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b 값)가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b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갈변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등, 2003; Sokhey 등, 1993).

Table II-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sA of cooked 

rice during the storage at 30℃
Storage period

(days)

Dose

(kGy)
L* a* b* △E

B

0

0

5

10

73.47±1.13a

70.91±0.54b

69.98±0.35b

-1.53±0.14b

-1.20±0.25a

-0.96±0.01a

1.71±0.13c

2.52±0.09b

4.62±0.03a

-

2.73±0.49

4.58±0.25

3

0

5

10

73.01±0.33
a

70.69±0.79
b

68.63±0.86
c

-1.55±0.02
c

-1.16±0.02
b

-0.88±0.05
a

1.75±0.16
c

2.58±0.29
b

5.11±0.68
a

-

2.53±0.64

5.58±0.87

7

0

5

10

71.16±1.33
a

69.02±0.30
b

65.97±0.35
c

-1.85±0.14
c

-1.13±0.08
b

-0.83±0.01
a

2.43±0.45
c

3.65±0.18
b

5.37±0.06
a

-

2.58±0.13

6.05±0.32

14

0

5

10

67.83±0.54a

66.16±0.89b

63.63±0.58c

-1.81±0.14c

-1.02±0.03b

-0.49±0.14a

3.17±0.27c

4.06±0.28b

6.86±0.54a

-

2.52±0.75

6.29±0.26

28

0

5

10

65.73±1.91
a

64.01±0.83
ab

62.30±0.69
b

-1.55±0.24
c

-0.76±0.19
b

-0.31±0.10
a

3.34±0.25
c

5.06±0.98
b

7.72±0.55
a

-

2.60±0.17

5.70±0.82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B
△E: Overall color difference.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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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등 (2003)과 Sokhey와 Hanna(1993)은 가공용 전분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전분에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전분 입자의 depolymerization에 의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 으며, 결과적으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즉, 감마선 조사된 쌀밥의 b값 증가는 이러한 전분 

입자의 breakdown에 의해 생성된 환원당과 amino acid에 의해 Maillard 반응이 

가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색도 차이를 나타내는 △E 값은 5 

kGy 조사구의 경우 3이하의 값을 보여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10 kGy 조사구의 경우 대조구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어 

관능적인 수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II-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sA of vegetable, 

beef, and pine nut porridges 

Porridges
Dose 

(kGy)
L* a* b* △EB

Vegetable

0.0

2.5

5.0

7.5

10.0

73.94±0.57a

71.69±0.16b

70.61±0.64c

69.68±0.77d

69.03±0.25d

0.15±0.78d

1.38±0.11c

2.18±0.37b

2.57±0.43b

3.27±0.15a

21.01±0.45ab

21.24±0.23a

21.11±0.14a

20.64±0.43bc

20.25±0.28c

-

6.63

16.73

24.14

34.42

Beef

0.0

2.5

5.0

7.5

10.0

70.05±0.82
a

67.49±0.82
b

66.95±1.16
b

67.13±0.48
b

66.73±0.67
b

1.26±0.42
d

2.75±0.16
c

3.65±0.35
b

3.99±0.17
b

4.98±0.50
a

19.31±0.26
c

19.99±0.46
ab

20.06±0.34
a

19.98±0.26
ab

19.55±0.41
bc

-

9.24

15.88

16.43

24.92

Pine nut

0.0

2.5

5.0

7.5

10.0

82.04±0.29
a

79.59±0.45
b

77.37±0.85
c

77.64±0.35
c

77.01±0.89
c

1.89±0.17
d

2.73±0.26
c

3.25±0.24
b

3.50±0.12
b

3.91±0.34
a

18.28±0.28
d

18.91±0.37
c

19.32±0.27
b

19.75±0.25
a

19.81±0.32
a

-

7.11

24.74

24.11

31.72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B
△E: Overall colo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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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된 밥의 저장 중 pH와 산도의 변화

pH와 산도의 변화는 미생물의 발육에 산이 생성되므로 더욱 정확하게 부패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Kum 등, 1995). 비조사구의 초기 pH는 7.07이었고 4주 

저장 후 5.90으로 급격히 감소하 으나, 10 kGy 조사구의 경우 초기 pH 

6.79에서 6.67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마선 조사구의 초기 

pH가 비조사구의 pH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저장기간에는 비조사구의 pH의 저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밥의 부패를 

촉진하던 미생물이 사멸되어 저장기간 동안 미생물에 의한 품질저하가 늦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조사구의 초기산도는 0.78%이 으나 5, 10 kGy 

조사구의 경우 각각 1.06%, 1.34%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옥수수 전분(Sokhey 등, 1993), 

고구마 전분(Saadany 등, 1974)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비조사구의 산도는 저장 3일 이후 급격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 4주 후 3.8%를 나타내었으나 조사구의 산도는 4주 저장기간 동안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쌀밥의 30℃ 저장시 3일을 기준으로 품질이 

저하되며 감마선 조사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pH 저하와 적정산도의 증가를 

억제시켜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II-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H (A) and titratable acidity (B) 

of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30oC. 

●, 0 kGy; ■ , 5 kGy , ▲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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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전분식품 조직감 변화

감마선 조사된 밥의 저장기간 중 조직감의 변화는 Table II-7와 같다. 조사 

직후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경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0 kGy 조사구의 

경우 부착성과 경도의 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전분 및 전분질 식품의 감마선 조사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분의 amylose와 amylopectin의 분해에 의해 점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로서 

검토되었다(Yang  등, 1997).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쌀밥의 부착성의 감소 

또한 이러한 저분자로의 분해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 기간 중 

모든 처리구의 경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장 7일 후 비조사구의 부착성과 경도의 비가 증가한 

것은 미생물에 의한 쌀밥의 부패가 진행되어 생성된 점질물질에 의해 부착성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Roh 등, 1996).  Okabe(1979)는 경도와 

부착성의 비가 취반미의 식미를 결정짓는 인자인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무균식 개발 및 쌀밥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5 kGy 이내의 선량이 적당하며 장기간 보존을 위해 고선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색도와 물성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II-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rice 

during the storage at 30℃ 

Factor Dose (kGy)
Storage periods (days)

0 3 7 14 28

Hardness 
(g)

0
5
10

1004
y

1104
1191

1099
y

1158
1118

1202
x

1154
1171

-
A

1079
1222

-
1229
1189

A/HB
0
5
10

0.0290ay

0.0232ax

0.0114b

0.0285ay

0.0210bxy

0.0116c

0.0322ax

0.0280bx

0.0122b

-
0.0239ax

0.011b

-
0.0186ay

0.0124b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s (x-y)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BA/H means adhesiveness/hardness. 



- 38 -

Table II-8. Effect of irradiation on texture parameters of vegetable, beef, pine 

nut porridgesA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10.0

Vegetable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ㆍs)

Viscosity (gㆍs)

75.6a

-47.0c

236.2a

-110.2d

56.3
b

-35.6
b

172.3
b

-61.9
c

49.4
b

-31.6
b

148.3
b

-34.9
b

39.6c

-21.6a

105.2c

-7.6a

38.3c

-20.4a

102.4c

-8.0a

Beef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ㆍs)

Viscosity (gㆍs)

82.2
a

-51.4
c

262.9
a

-96.7
d

70.1
ab

-42.3
bc

188.6
b

-92.6
d

57.0
bc

-34.7
ab

172.8
c

-55.7
c

51.2
c

-29.9
ab

128.1
d

-44.7
b

46.8
c

-26.6
a

123.7
d

-23.0
a

Pine nut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ㆍs)

Viscosity (gㆍs)

132.0
a

-102.9
d

470.7
a

-271.1
c

96.0
b

-67.5
c

321.5
b

-184.3
b

89.1
bc

-60.3
bc

292.5
bc

-159.5
b

83.5
cd

-55.6
ab

270.1
cd

-146.7
ab

75.9
d

-46.9
a

244.6
d

-121.3
a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Fig. II-5. Changes of viscosity of rice porridge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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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 생육 변화

감마선 조사한 쌀밥을 30℃에 보관하면서 경시적으로 측정한 효모, 곰팡이 및 

총균수는 Table 3과 같다.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3일 후 총균수가 7 Log CFU/g 

수준까지 증가하 으며 쉰냄새가 나고 끈적이는 점질물이 생성되는 등 부패의 

진행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구의 경우 저장 4주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효모, 곰팡이는 저장 4주까지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Roh 등(1996)은 녹차 추출물 첨가에 

의한 1∼2일의 쌀밥 저장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고하 는데 감마선 

조사기술의 경우 이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무균식 개발 및 쌀밥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마선 조사의 적정선량은 색도, 물성 및 미생물적 측면을 고려하 을 때 5 

kGy 내외가 적정수준으로 평가되며 5 kGy로 조사하 을 경우 30℃ 저장시 

1개월 이상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II-9.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otal bacteria of cooked rices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Dose 
(kGy)

Storage periods (days)

0 3 7 14 28

0
5
10

2.8±0.06A

N.D.C

N.D.

7.7±0.03
N.D.
N.D.

8.32±0.59
3.60±0.15

N.D.

-B

4.30±0.21
N.D.

-

4.36±0.00

N.D.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B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C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

2
 CFU/g. 

Table II-10.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irradiated rice porridge during 
storage at 20℃ after irradiation                        (Unit: Log CFU/g) 

Dose (kGy)
Storage period (weeks)

0 1 2 4 6

0.0

2.5
5.0
7.5

4.9±0.04
A

N.D.
N.D.
N.D.

6.2±0.06

3.2±0.06
N.D.
N.D.

-
B

4.1±0.02
N.D.
N.D.

-

5.2±0.03
3.8±0.02
N.D.

-

-
4.1±0.03
N.D.

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B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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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감마선에 의한 비효소적갈변반응

1. 재료 및 방법

가.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당은 sucrose(>99.5%), D(+)-glucose(99.5%), D(-)-fructose 

(>99.5%), D(+)-xylose(>99%), D(-)-arabinose(>99%)를, 아미노산은 L-lysine 

(>98%)을 사용하 으며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다. 3,5-Dinitrosalicylic acid, sodium hydroxide, potassium sodium tartarate 

(Rochelle염)은 Junsei Chemicla Co.(Japan)에서 구입하 으며, Acetonitrile 

(99.8%, HPLC 등급)은 Tedia Co., Inc.(Symmes Road, Fairfield, USA)에서 구입

하 다.

나. 시료준비

(1) 모델 수용액 제조

(가) 당 용액 및 lysine 용액 제조

  당 용액은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및 arabinose를 각각 1.0 M이 되

게 증류수에 용해하 으며, lysine 용액 또한 1.0 M의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하

다. 

(나) 당-lysine 혼합용액 제조

  당-lysine 혼합용액은 각각의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과 lysine을 각각 0.1 M의 농도가 되게 증류수에 용해한 후 1:1로 혼합하여 최종 

농도가 0.05 M인 당-lysine 혼합 용액을 제조하 다. 당-glycine 혼합용액은 각

각의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과 lysine을 각각 0.4 M의 

농도가 되게 증류수에 용해한 후 1:1로 혼합하여 최종 농도가 0.2 M인 당-lysine 

혼합 용액을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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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H별 모델 수용액 제조  

 각각의 당 및 당-lysine용액은 최종농도가 0.1 M 이 되도록 각 pH별 buffer 및 

증류수에 용해하 다. 이때 사용된 buffer는 0.05 M sodium acetate buffer(pH 

4.0),  0.05 M sodium phosphate guffer (pH 6.0, 7.0, 8.0), 0.05 M sodium 

carbonate buffer (pH 10)이었다. 

(2) 밥 취반

 쌀(Oryza sativa L . cv Dongjinbyeo, harvested in Dangjin, Chungnam-Do, 

Korea)은 멥쌀로 2005년 대전의 소매점에서 구입하 다. 쌀 300 g을 1.5배 증류

수에 20분간 수침한 후 전기밥솥(SR-0611, Cuckoo homesys. co., Ltd, Yangsan, 

Kyungnam-Do, Korea)으로 조리하 다.

다. 감마선조사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감마선 조사 시설(IR-7P, MDS 

Nordion Intl., Ottawa,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라. 모델 수용액 및 밥의 갈변도 측정

(1) 모델 수용도의 갈변도 측정

  Fernández-Artigas등(1999)의 방법에서와 같이 조사된 용액의 갈변도를 측정

하기 위해 spectrophotometer(UV-1601 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284 nm와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2) 밥의 색도 측정

 밥의 색도는 감마선 조사 직후 Hunter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 

(yellowness)값을 측정하 다. 이때 zero calibration은 CM-A124 box를 이용하

고, white calibration은 CM-A120 box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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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 함량 및 환원당 함량 정량

(1)  당 함량

 당 함량은 Liu 등(2003)의 방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 다. 

HPLC system은 separation modules (Waters 2690, Waters Co., Milford, MA, 

USA),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 (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Co.), refractive index detector (waters 2410, Waters Co.), 

high performance carbohydrate column (4 μm, 4.6 mm × 250 mm, Waters 

Co.)으로 구성되었으며, mobile phase는 acetonitrile-water (75:25 v/v)로 1.4 

ml/min의 유속으로 하 으며, 시료 주입량은 15 μl이었다. 당 함량은 시료의 

peak와 각각의 당을 0.2-1.0%의 농도로 제조하여 분석한 peak 넓이를 기준으로 

농도를 계산하 다.

(2) 환원력

  환원당 함량은 3,5-dinitrosalicylic acid(DNS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19). 즉, 시료 1 mL과 DNSA 용액 1 mL을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후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이 때, DNSA 용액은 

dinigrosalicylic acid 0.5 g, sodium hydroxide 8 g, Rochell 염 150 g을 증류수에 

용해한 후 500 mL로 정용하여 조제하 으며, 환원당 함량은 glucose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바. Furfural 화합물 함량 측정

  Furfural 화합물인 5-(hydroxymethyl)furfural(HMF) 와 2-furaldehyde(F)는 

Ferrer 등(2002)의 방법에 따라 HPL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

다. HPLC systems은 separation modules(Waters 2690, Milford, MA, USA),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Co.),  photodiode array detector(PDA, Waters 996, Waters Co.) at 

284 nm 그리고 C18 5 μm column(4.6 mm × 250 mm i.d., Shiseido Co., Ltd., 

Tokyo, Japan)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5:95, v/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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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l/min의 유속으로 하 으며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사. 총반응생성물 분석

 모델 수용액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 생성물을 HPLC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 다. HPLC system은 separation modules (Waters 

2690, Milford, MA, USA),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 (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Co.), photodiode array detector 

(PDA, Waters 996, Waters Co.), C18 5 μm column (4.6 mm × 250 mm i.d., 

Shiseido Co., Ltd., Tokyo, Japan)이었으며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 혼합용매

로 0-49% acetronitrile을 30분 동안 순차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유속은 1 ml/min

이었다. 

아. Melanoidin의 분리 및 구조분석

(1) Melanoidin 제조 및 분리

  10, 20, 30, 50 kGy로 조사한 0.2 M glucose-glycine용액을 동결건조한 후 증

류수 100ml에 용해하여 농축시켰다. 농축된 시료에 포함된 분자량 12,000-14,000 

Da 및 2,000 Da 이상의 고분자 melanoidin을 dialysis tube(Spectrum 

Laboratories Inc., Rancho Dominguez,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총 투석기

간은 1주일이었으며 8-10 시간마다 증류수를 교환하 다. 분리된 용액은 동결 건

조하 다.

(2) 원소구성비 분석

 고분자 melanoidin의 원소구성비는 EA1110 CHNS-O(CE Instruments Ltd., 

Hindly Green, Wigon, UK)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구조분석

  고분자량 melanoidin (MW>12,000-14,000 Da)의 구조를 Burker DRX300 

(Bruker Analytik GmbH, Karlsruhe,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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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유래디칼 분석

  동결건조된 시료를 분쇄한 후 0.2 g ESR quartz tube에 넣은 후 측정하 다. 

ESR분광은  9.18 GHz의 microwave frequencya, 328.20±0.5 mT의 magnetic 

field, 0.4 mW의 microwave power, 100 kHz의 modulation, 0.03 s의 time 

constant, 그리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Tokyo, Japan)를 사

용한 30초의 sweep time 으로 측정하 다.

차. 통계적 분석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Windows SPSS 10.0(21)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2. 결과 및 고찰

가. 모델 수용액을 이용한 비효소적 갈변반응 평가

(1) 비아민 체계

(가) 갈변도 측정

  Table III-1은 1.0 M 농도로 제조한 각각의 당 용액(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및 arabinose)의 감마선 조사 후 284 nm와 420 nm에서의 흡광

도를 나타낸다. 420 nm에서 측정한 감마선 조사된 당 용액의 갈변도는 비조사구

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나 284 nm에서의 흡광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 다. 

이러한 UV 역의 흡광도 증가는 조사에 의해 생성된 당 분해산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Hodge, 1959). 본 연구에서 당 및 아미노산 단독 용액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Liggett 등(1959)은 50 kGy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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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50% 당(glucose, fructose, sucrose) 용액은 조사 직후에는 색 변화가 없

었으나, 실온에서 몇 시간지난 후에는 갈색으로 변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당 및 아미노산 용액은 1.0 M로 14-35% 농도 다.

Table III-1. Absorbance at 284 nm and 420 nm of the sugar solutions (1.0 

M) after gamma-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30 SEM
A

A284 (Dil 1/10)

Sucrose 0.000dB 0.202c 0.292b 0.313a 0.0061

Glucose 0.000
d

0.490
c

0.852
b

1.038
a

0.0292

Fructose 0.000d 0.192c 0.308b 0.376a 0.0150

Xylose 0.000
d

0.100
c

0.128
b

0.164
a

0.0032

Arabinose 0.000
d

0.005
c

0.009
b

0.122
a

0.0081

A420

Sucrose 0.000
b

0.002
ab

0.002
ab

0.003
a

0.0007

Glucose 0.000 0.002 0.002 0.002 0.0058

Fructose 0.000 0.004 0.017 0.005 0.0058

Xylose 0.000
b

0.001
b

0.002
ab

0.001
a

0.0005

Arabinose 0.000
b

0.003
a

0.002
a

0.004
a

0.0008

A
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B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 화학적 변화

① 환원당   

 Table III-2는 감마선 조사된 당 용액의 환원력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DNSA 방법에 의해 환원력을 측정하 는데, xylose와 arabinose의 환원력은 측

정되지 않았다. 비환원당인 sucrose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생성되었으

며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비환원당인 sucrose와 전분

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생성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

고된 바 있다(Liggett 등, 1959; Roushdi 등, 1981; Sokey 등, 1993; Le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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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래디컬들은 전분 혹은 이당류의 glucose

의 C1 위치의 glycosidic linkage의 분열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이러한 radiolytic 

end products가 환원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affi 등, 1985; Molins, 

2001). 다른 환원당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감소하 는데 이는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당이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② Furfural 화합물  

  5-(hydroxymethtl)furfural(5-HMF)와  2-furaldehyde (2-F)같은 furfural 유도

체는 Maillard 반응(Ferrer 등, 2002) 및 caramelization 반응의 대표적 중간생성

물이다.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된 당용액에는 5-HMF 및 2-F 가 검출되지 않

는다.

Table III-2. Changes of the reducing level (%) in the sugar solutions (1.0 M) 

after gamma-irradiationA

Irradiation does (kGy)

0
A

10 20 30 SEM
B

Sucrose 0.00cC 1.06b 1.61ab 2.06a 0.236

Glucose 18.44 18.40 18.28 18.17 0.271

Fructose 18.03
a

17.59
a

17.15
ab

16.55
b

0.312

A
Irradiation: the sugar solutions were irradiated at 0, 10, 20 or 30 kGy.

B
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C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당-아민 갈변반응

(가) 갈변도

  감마선 조사된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용액과 lysine 

용액의 284 nm와 420 nm의 흡광도를 각각 Fig. III-1과 III-2에 나타내었다. 비

효소적 갈변반응은 일반적으로 초기, 중기, 최종의 3 단계로 분류된다(Hodge, 

1953). 즉, 초기단계는 당 및 아미노산의 중합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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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가시광선 역 모두에서 흡광도가 증가되지 않으며, 중기단계는 색의 증가

가 관찰되지 않아 가시광선 역의 흡광도가 증가하지 않지만, 당 및 아미노산의 

분해산물 생성으로 자외선 역에서의 흡광도가 증가되고, 최종단계는 착색화합

물이 생성되어 가시광선 역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

에서 모든 당 및 lysine 용액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284 nm에서의 흡광도가 유의

적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자외선 파장에서의 흡광도 증가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당 및 lysine의 분해 산물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당 및 

lysine 용액의 420 nm에서 흡광도는 30 kGy 조사구에서도 비조사구와 유의적으

로 증가되지 않았다. 즉, 당 및 아미노산 단독용액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III-1). 이러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당-아미노산의 

갈변도 증가는 감마선 조사가 가열처리에 의한 갈변반응(Maillard reaction)과 유

사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반응은 

조사 식품의 색에도 향을 줄 것이다. Table III-3은 감마선 조사된 당-아미노

산 용액의 갈변속도를 나타낸다. 감마선 조사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는 다

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되었다: sucrose>xylose>fructose>arabinose>glucose.

Table III-3. Intermediate reaction rate and browning rate of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A after irradiation

Intermediate reaction rate

(A284 nm/kGy, r
2
)

Browning rate

(A420 nm/kGy, r
2
)

Sucrose 0.3366 (0.96
B
) 0.0337 (0.96)

Glucose 0.2331 (0.96) 0.0233 (0.96)

Fructose 0.3000 (0.96) 0.0300 (0.96)

Xylose 0.3162 (0.98) 0.0316 (0.98)

Arabinose 0.2893 (0.98) 0.0289 (0.98)

A
Sugar-amino acid solution: the samples contained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or arabinose) and lysine at molar ratio of 1:1, a final 

concentration of 0.05 M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Br2: regression coefficient



- 48 -

0.00

0.25

0.50

0.75

1.00

1.25

0 5 10 15 20 25 30

Irradiation dose (kGy)

A
2

8

Fig. III-1. Absorbance at 284 nm (Dilution 1/10) of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 after gamma irradiation.  
Sucrose (◆), glucose (■), fructose (□), xylose (▲) and arabinose (×). a 
Sugar-amino acid solution: the samples contained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or arabinose) and lysine at molar ratio of 1:1, a final concentration of 0.05 M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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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2. Brown color development in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a after 

gamma irradiation measured spectrophotometrically at 420 nm. 

Sucrose (◆), glucose (■), fructose (□), xylose (▲) and arabinose (×). a 
Sugar-amino acid solution: the samples contained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or arabinose) and lysine at molar ratio of 1:1, a final 

concentration of 0.05 M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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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적 변화

① 당의 특성

  Table III-4는 감마선 조사 후 당-아미노산 용액의 당 함량 및 당 감소량을 나

타내었다.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당 함량은 감소되었다. 당-아미노산 용액이 

30 kGy 로 조사되었을 때, glucose, fructose, sucrose, xylose 및 arabinose 감소

량은 각각 16.8, 11.3, 10.4, 9.5, 6.7%이었다. 이러한 당 함량 감소는 감마선 조사

에 의한 당 파괴 및 다른 화합물과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Cerrutti 등, 

1985). 

② Furfural 화합물

  감마선 조사된 당-아미노산 용액에서 5-HMF와 2-F등의 furfural 화합물은 검

출되지 않았다. 반면, 가열된 당-아미노산 용액에서는 0.12-0.29 mg/L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Fernández-Artigas 등, 1999)의 결과와 유사하

다.

Table III-4. Remaining sugar (mg/ml) of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A after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30 SEMB

Sucrose 16.99
a

16.25
b

16.06
b

15.50
c

15.15
c

0.239

Glucose 8.95a 8.33b 7.95bc 7.66bc 7.45c 0.265

Fructose 8.93
a

8.52
ab

8.40
ab

8.18
c

7.92
c

0.238

Xylose 7.40
a

7.13
ab

7.13
ab

6.88
ab

6.70
b

0.189

Arabinose 7.46a 7.34ab 7.29b 7.11c 6.96d 0.067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
Sugar-amino acid solution: the samples contained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or arabinose) and lysine at molar ratio of 1:1, a final 

concentration of 0.05 M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B
SEM: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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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조사와 열처리 비교

  Table III-5는 조사와 열처리된 용액에서의 흡광도, 당 손실 및 환원당 함량 

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변도는 감마선 조사된 당-아

민 용액과 가열 처리된 당-아민용액과 당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비환원당인 

sucrose와 lysine 혼합용액은 가열처리(80℃, 4시간) 후 갈변현상이 관찰되지 않

았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갈변도가 증가하 다. 이러한 갈변 현상은 조사

에 의해 다당류의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고 cabonyl과 amino 화합물이 결

합하여 착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Roushdi 등, 1981; Lee 등, 

2004). 이는 가열처리된 sucrose 용액은 환원력이 변화되지 않은 반면, 감마선 조

사된 sucrose 용액의 환원력 생성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감마선 조사된 당-lysine 용액의 갈변도는 다음과 같다: sucrose>fructose, 

arabinose, xylose>glucose로 나타난 반면, 가열 처리된 당-lysine 용액의 갈변도

는 xylose>fructose, arabinose, glucose>sucrose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자는 가

열처리에 의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가 aldopentoses>aldoheoxose> 

ketoheoxose>disaccaride이었다고 보고하 다(Spak, 1969; Mauron, 1981). 이러한 

당의 종류에 따른 갈변도의 차이는 반응 온도 등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Naranjo 등, 1998; Hodge, 195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당류, ketohexose 

및 오탄당이 aldohexose 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성이 높았으나 다양

한 환경 요인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가 어떻게 변

화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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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5. A comparison of the absorbance at 284 and 420 nm, sugar loss, 

and reducing level of the sugar between the irradiated and heated solutionsA

Kinds of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A284 (Dil 1/10)

IrradiationC 1.016a 0.698b 0.896ab 0.947ab 0.892ab

Heat
D

0.007
c

1.053
a

0.387
bc

0.318
bc

0.621
b

A420

Irradiation 0.111a 0.0390b 0.089ab 0.064ab 0.086ab

Heat 0.002
b

1.891
ab

2.425
ab

4.250
a

2.498
ab

Sugar loss (%)

Irradiation 10.79
ab

16.57
a

11.20
ab

9.30
ab

6.69
b

Heat 3.92b 44.02a 51.22a 50.07a 24.33ab

Reducing level of sugar (%)

Irradiation 2.06
c

18.17
a

16.55
b

Heat 0.004
c

18.07
a

17.37
b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
The values used the absorbance and sugar loss of the irradiated or heated 
sugar-lysine solutions and the reducing level of the sugar of the irradiated 
or heated sugar solutions.

B
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5).

C
Irradiation: the solutions were irradiated at 30 kGy at room temperature.

D
Heat: the solutions were incubated for 4 hours 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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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의 효과

① 갈변도

Fig. III-3은 초기 pH를 4.0에서 10.0까지로 조절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 

용액 및 당-glycine 용액을 30 kGy로 조사한 후 420 nm에서 측정한 갈변도를 

나타낸다.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 용액의 조사 후 갈변도는 pH가 높아질수록 

증가하 고 pH 10에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glycine 용

액의 경우 pH 8.0까지는 초기 pH가 증가할수록 갈변도가 증가하 으나 pH 10.0

에서는 감소하 다. 당 용액 및 당-glycine 용액의 조사 후 갈변용액의 갈변도는 

증류수보다 완충용액 특히 알칼리 pH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열처리에 의한 

당 및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Andrews 등, 2002; van Boekel, 2001; Lee 등, 1984; Martins 등, 2001). 그러나 

비록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이 가열처리에 의한 갈변반응(Maillard 반응 

및 caramelizatio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이들 반응이 서로 같은 기작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감마선 조사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 및 당

-glycine 용액의 갈변도는 sucrose≧fructose>glucose의 순서로 나타났다. 감마선

과 같은 이온화 에너지가 식품 및 용액과 같은 피조사체를 지날 때 에너지가 흡

수되고 피조사체의 구성 원자 및 분자는 이온화 혹은 들뜬 상태가 된다(Stewart, 

2001). 수용액 상태의 pH는 감마선 조사에 향을 준다. 주로 산성 상태에서는 

수용성 전자(aqueous electron, eaq
-
)가 소멸되는 반면, 알칼리성 상태에서는 형성

된다(Brewer, 2004). 수용성 전자(eaq
-
), 수산화 래디컬(․OH), 수소 원자(․H), 

과산화 음이온 래디컬(․O2
-
)과 같은 물의 초기 방사선 분해산물은 피조사체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Stewart, 2001). 

앞서 언급했듯이, pH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학 반응 뿐만 아니라 비효소적 

갈변반응에도 유의적인 향을 미친다. Andrews 등(2002)은 당 용액을 85℃에서 

가열하 을 때 pH가 증가할수록 갈변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그들은 알

칼리 상태에서 당은 3-carbon과 같은 이온 중간산물과 축합 반응하여 고분자 착

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평가하 다. Maillard 반응에서 당과 아미노 그룹

의 반응성은 pH의 향을 크게 받는다. pH가 높을수록 당과 아미노산은 각각 열

린 구조형태와 양 이온화되어 반응성이 높은 형태로 전환된다(Martins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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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3. Brown color development of the sugar solutions in buffer with and 

without glycine after irradiation at 30 kGy. 

A, sugar solution without glycine; B, sugar solution with glycine.

Glucose (□), fructose (△), and sucrose (◆).

② 방사선 용액의 총 반응생성물

 방사선 조사된 당 및 당-아미노산 용액에서 착색 및 무색의 비효소적 갈변반응

산물의 변화를 HPLC-DA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 III-4와 III-5에서와 같

이 세 개의 주 peak(a, b 및 c)가 각각 3.37±0.04, 4.60±0.02, 2.53±0.26 분에 분리

되었으며 이들의 λmax값은 259-288 nm이었다. 이 peak들은 방사선 조사 및 갈변

반응 즉, 당 또는 아미노산의 분해 및 분열에 의한 중간산물로 UV 역에서 높은 

흡광도를 나타냈다(Hodge, 1953). Tables III-6과 III-7은 방사선 조사된 당 및 

당-glycine 용액의 chromatogram에서 나타난 peak a, b, 와 c의 면적을 나타내

었다. Peak a는 감마선 조사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모든 당 및 당-glycine용액

에서 검출되었으며 반응 초기 pH가 증가할수록 면적이 증가하 다. Peak b는 조

사된 모든 당 및 당-glycine 용액(증류수 및 완충용액)에서 분리되었고 peak c는 

증류수에서 제조한 감마선 조사된 당 및 당-glycine 용액과 pH 10 완충용액으로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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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감마선 조사된 당-glycine 용액에서 검출되었다. 260 nm에서 관찰한 세 

peak의 넓이의 합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420 nm에서 흡광도는 비

효소적 갈변반응에서 생성된 착색화합물의 생성 지표이다(Hodge, 1953). 조사된 

당 및 당-glycine 용액의 420 nm HPLC chromatogram의 주요 세 peak의 넓이

의 합과 당 및 당-glycine 용액의 갈변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 으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III-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리가 되지 

않아 넓게 퍼진 형태의 peak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착색 화합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Maillard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

산물을 생성하여 혼합해 있다(Davidek 등, 2002). HPLC-DAD는 성분 분석을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비효소적 갈변반응 산물은 극성 및 분자량이 매우 폭 

넓게 분포되어 있고 수많은 무색 혹은 착색 화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분리

되지 않는다(Royle 등, 1998; Ames 등, 1997). 또한 중간 산물인 amadori 화합물

과 본래 당 화합물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여 같은 시간대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

다(Davidek 등, 2002). 본 연구 결과에서 분리된 세 개의 peak(a, b, c)는 

melanoidin 이나 amadori 화합물과 같은 비효소적 갈변반응산물로 구성되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산물

을 분리 검출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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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4.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ugar solutions in buffered (pH 10) 

and DDW monitored at 260 and 420 nm. 

A, glucose solutionat pH 10; B, fructose solution at pH 10; C, sucrose 

solution at pH 10; D, glucose solution in DDW; E, fructose solution in DDW; 

F, sucrose solution in DDW. Inset: chromatogram monitored at 4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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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5. Chromatograms of irradiated sugar-glycine solutions in buffered (pH 

10) and DDW with monitored at 260 and 420 nm. 

A, Glucose-glycine solution at pH 10; B, fructose-glycine solution at pH 10; 

C, sucrose-glycine solution at pH 10; D, glucose-glycine solution at DW; E, 

fructose-glycine solution in DW; F, sucrose-glycine solution in DW. Inset: 

chromatogram monitored at 4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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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6. Areas of the main peaks of the chromatogram monitored at 260 

and 420 nm from irradiated sugar solutions without glycine at various pH 

values                                                  (unit: AU․Sec)

Sugar 
type

Initial 
pH

260nm 420nm

Peak a Peak b Peak c SumA Peak a Peak b Peak c Sum

Glucose 4
C

0.729 0.914 -
B

1.643 0.008 0.019 - 0.027

6 5.156 0.046 - 5.202 0.033 0.030 - 0.063

7 9.880 1.417 - 11.297 0.057 0.045 - 0.102

8 11.320 1.144 - 12.464 0.047 0.031 - 0.078

10 22.205 0.030 - 22.235 0.039 0.028 - 0.067

DDWD - 0.047 2.611 2.658 - 0.028 0.029 0.057

Fructose 4 0.863 3.099 - 3.962 - 0.019 - 0.019

6 5.613 4.672 - 10.285 0.066 0.064 - 0.130

7 11.970 3.432 - 15.402 0.111 0.076 - 0.187

8 13.208 2.705 - 15.913 0.086 0.065 - 0.151

10 24.548 2.995 - 27.543 0.076 0.084 - 0.160

DDW - 2.585 7.390 9.975 - 0.029 0.034 0.063

Sucrose 4 2.220 4.689 - 6.909 0.015 0.034 - 0.049

6 11.022 5.143 - 16.165 0.028 0.055 - 0.083

7 14.714 3.307 - 18.021 0.046 0.053 - 0.099

8 16.946 3.060 - 20.006 0.055 0.044 - 0.099

10 25.379 2.053 - 27.432 0.104 0.081 - 0.185

DDW - 3.256 3.023 6.279 - 0.043 0.023 0.066

A
Sum: the sum of three peak areas.

B
Below limit of detection.

C
The sugar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D
The sugar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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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7. Areas of the main resolved peaks of the chromatogram monitored 

at 260 and 420 nm from irradiated sugar solutions with glycine at various pH 

values                                                   (unit: AU․Sec)

Sugar type
Initial 

pH

260nm 420nm

Peak a Peak b Peak c Sum
A

Peak a Peak b Peak c Sum

Glu-Gly 4
C

0.993 0.933 -
B

1.926 0.009 0.024 - 0.034

6 4.995 0.826 - 5.821 0.149 0.009 - 0.158

7 9.375 0.957 - 10.332 0.347 0.065 - 0.412

8 11.802 1.315 - 13.117 0.377 0.089 - 0.466

10 12.883 0.707 2.835 16.425 0.106 0.043 0.096 0.245

DDW
D

- 0.615 1.919 2.534 - 0.038 0.057 0.095

Fru-Gly 4 2.190 3.027 - 5.217 0.011 0.0328 - 0.044

6 9.654 4.082 - 13.736 0.292 0.137 - 0.429

7 13.696 3.455 - 17.151 0.579 0.203 - 0.782

8 17.407 3.010 - 20.417 0.644 0.183 - 0.827

10 15.290 1.149 4.620 21.059 0.153 0.078 0.180 0.411

DDW - 3.737 4.233 7.970 - 0.063 0.064 0.127

Suc-Gly 4 3.616 4.512 - 8.128 0.007 0.045 - 0.052

6 12.738 3.489 - 16.227 0.267 0.138 - 0.405

7 17.925 2.907 - 20.832 0.501 0.168 - 0.669

8 18.821 2.471 - 21.292 0.535 0.081 - 0.616

10 24.173 0.977 5.791 30.941 0.189 0.063 0.177 0.429

DDW - 2.877 6.806 9.683 - - 0.069 0.069

A
Sum: sum of three peaks area

B
Below limit of detection

C
The sugar-glycine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D
The sugar-glycine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Table III-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A between the peak areas of 
chromatogram monitored at 420 and the brown color development measured at 
420 nm of irradiated solutions 

Sugar solution Sugar-glycine solution

　 Glucose Fructose Sucrose Glu-Gly Fru-Gly Suc-Gly

Peak a 0.458
a

-0.044 0.948* 0.949* 0.835 0.896*

Peak b 0.221 0.763 0.904* 0.892* 0.789 0.751

Peak c - - - 1.000** 1.000** 1.000**

SumB 0.407 0.622 0.961** 0.986** 0.907* 0.971**

A
Values with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0.05 and **P<0.01.
B
Sum: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m of three peaks area and 
brown col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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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서 용매의 향

  Table III-9는 증류수로 제조한 당 용액 및 당-glycine 용액을 30 kGy로 조사

한 후 420 nm에서 측정한 갈변도를 나타낸다. 완충 용액으로 제조한 당 용액을 

조사했을 때(Fig. III-3)와는 달리 증류수로 제조한 당 용액은 조사에 의해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완충 용액(특히 알칼리 용액)과 증류수에서 당 

용액의 상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에서 감마선 조사된 당 및 당-glycine 용액의 갈변은 증류수 보다 완충용액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충 용액에 함유된 phosphate 이온의 효과로 

사료된다. Phosphate 이온이 Maillard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을 가속시킨

다(Rizzi, 2004; Bell, 1997)는 연구결과는 Reynolds(1958)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

다. Davidek 등(2002)은 phosphate 이온이 Amardori rearrangement 동안 양자

(proton)를 분리시켜 Amadori compound의 분해를 촉진시켜 갈변반응의 촉매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Phosphate 이온은 또한 당의 가공과정에서 당의 분해

와 갈변을 촉진한다(Rizzi, 2004).

  비효소적 갈변반응은 pH에 크게 의존하므로 반응 중 pH 유지는 매우 중요하

다(Monti 등, 1998). 그러나 Table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및 당-glycine 

용액의 pH는 조사 동안에 변한다. 당 용액이 조사될 때, pH 값은 gluconic acid, 

glyceric acid, deoxyketoheonic acid, 2-deoxygluconic acid와 같은 sugar acid가 

생성되면서 감소된다(Diehl, 1978; Stewar, 2001).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 감소 

현상은 사과 주스(Baral야, 1973)와 밥(Lee 등, 2004)과 같은 식품 시스템에서도 

보고되었다. Maillard 반응 동안에 sugar isomer와 formic acid와 acetic acid와 

같은 유기산이 생성되어 pH가 감소된다(Martins 등, 2001). 이러한 반응 중 pH 

감소 현상(불균일한 pH)은 비효소적 갈변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Martins 등, 2001). 본 연구에서 증류수 상에서는 pH가 1.58-2.03만큼 감소하

으나 완충용액을 사용하 을 때 pH가 0.03-0.56만큼 감소하여 pH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완충용액에 포함된 염을 비롯한 다른 이

온들이 반응에 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Bell, 1997; Rizzi, 2004; 

Davidek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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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9. The brown color development measured at 420 nm of the sugar 

solutions irradiated at 30 kGy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with and without 

glycine

Table III-10. The pH changes of sugar solutions with and without glycine 

after gamma-irradiation at 30 kGy

Initial

pH
A

Sugar solution Sugar-glycine solurion

Glucose Fructose Sucrose Glu-Gly Fru-Gly Suc-Gly

4 -0.04 -0.03 -0.04 -0.15 -0.15 -0.14

6 -0.45 -0.29 -0.25 -0.23 -0.40 -0.31

7 -0.13 -0.09 -0.08 -0.17 -0.22 -0.18

8 -0.49 -0.43 -0.37 -0.56 -0.51 -0.50

10 -0.44 -0.34 -0.28 -0.11 -0.18 -0.11

DDW
B

-2.03 -1.94 -2.04 -1.58 -1.69 -1.45

A
The sugar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B
The sugar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Sugar type

Glucose Fructose Sucrose

Without glycine 0.002 0.005 0.010

With glycine 0.027 0.03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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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델 수용액상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구조

  본 연구에서 glucose-glycine 용액을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생성되는 갈변 원

인물질(갈변 반응생성물)인 melanoidin의 원소 구성비와 구조를 분석하 다. 

Table III-1은 microanalysis 결과에서 산출된 원소구성비를 나타낸다. 

Glucose-glycine 모델 수용액을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생성되는 고분자 

melanoidin(MW>12,000-14,000)과 저분자 melanoidin(MW>2,000) 모두 질소를 

함유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고분자 melanoidin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carbon backbone에 amono acid의 아미노 그룹이 결합되면서 고분

자 melanoidin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고분자일수록 melanoidin의 C/N 값이 감소하 다. Cämmerer와 

Kroh(1995)는 melanoidin에 포함되는 아미노산 양이 증가함에 따라 C/N 값이 감

소한다고 보고하 다. 가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C/N 값은 7.0-20.0

로 보고되어있다(Martins 등, 2003). Microanalysis 결과(Table III-11)로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은 가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보

다 더 낮은 양의 glycine이 함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Infrared spectroscopy(IR) 

결과는 melanoidin의 functional grou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ubinsztain 등, 

1986). 50 kGy로 조사된 glucose-glycine 용액에서 분리된 고분자 

melanoidin(MW>12,000-14,000)의 FT-IR spectra를 Fig. III-6과 Table III-12에 

나타냈다. 1714와 1600 cm
-1
에서 나타난 band는 C=O와 C=N/C=C 그룹의 

streching vibration에 의한 것이다(Cämmerer와 Kroh, 1995; Rubinsztain 등, 

1986). 이들 이중결합은 glucose와 glycine의 비효소적 갈변반응에 의해 형성된

다.  
1
H-NMR spectra는 IR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III-7). 6.8 분 과 5.2 

분에나타난 peak는 각각 C=N와  C=O 그룹의  H원자에 의한 것이다. 이상의 결

과를 바탄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구조를 Fig. III-8과 같

이 제안하 다. 이 melanoidin 구조는 Cämmer와 Kroh(1995)가 보고한 가열처리

에 의한 melanoidin 구조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감마선 조사가 가열처리와 

유사한 비효소적 갈변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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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11. Elemental composition of melanoidins prepared from irradiated 

glucose (0.2 M)-glycine (0.2 M) solutions

Dose (kGy) C% H% N% O% C/N

Melanoidins MW > 12,000-14,000

10 55.37 4.89 1.62 31.73 40

20 56.80 5.12 3.65 29.61 18

30 54.93 5.19 2.47 30.31 26

50 59.46 5.90 2.49 29.52 28

Melanoidins MW > 2,000

10 64.12 7.97 1.60 30.69 47

20 57.99 5.36 2.48 26.49 27

30 55.85 5.33 2.20 30.09 30

50 55.02 5.17 2.16 29.13 30

Table III-12. Infrared absorptions of melanoidin from irradiated glucose-glycine 

solution

Infrared absorptions

υ (cm
-1
)

Intensities Assignment

3300 weak (broad) -O-H; -N-H stretching

2358 strong -C-H (aliphatic) streching

1714 weak >C=O streching

1600 medium >C=N-; >C=C< stre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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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6. The FTIR spectra of high molecular weight melanoidins  from 

irradiated glucose (0.2 M)-glycine (0.2 M) solutions.  

(a), 0 kGy; (b) 10 kGy; (c), 30 kGy; (d), 50 kGy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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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7. H1-NMR of high molecular weight melanoidins (MW>12,000- 

14,000) from 50 kGy-irradiated glucose(0.2 M)-glycine(0.2 M)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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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8. Proposal for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melanoidin polymer 

produced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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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효소적 carbonyl-amine 갈변반응 억제방안 연구

(1) 조사온도의 향

(가) 모델 수용액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조사에 의해 glycosidic 

결합과 peptide 결합이 분해되어 carbonyl 및 amino 화합물과 같은 조사 분해산

물 생성되며 이들이 착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Liggett 등, 

1959). 본 연구에서 당-glycine 용액의 갈변은 감마선 조사되는 동안 뿐 아니라 

조사 후 기간에도 진행되었다(Fig. III-9).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또는 물 래디컬

에 의해 생성된 분해산물이 조사 후에도 계속 축합 반응하여 착색화합물을 형성

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Ligget 등, 1959). 그러나 glucose- 

glycine 용액을 동결 상태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조사 동안 뿐 아니라 조사 후 기

간에도 갈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Fig. III-9). 물의 조사 분해산물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의 조사시 물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순수한 물이 조사될 때 수용성 전자(eaq
-
), 수산화 래디컬(․OH), 과산

화수소 래디컬(․H2O2), 과산화 음이온 래디컬(․O2
-
)과 같은 반응성이 매우 높

은 화합물들이 생성된다. 그러나 동결상태에서는 물의 조사 분해 산물이 붙잡혀 

다른 화합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Furuta 등, 1992). 본 연구에서 동결 

상태에서 조사되었을 때 당의 함량 변화 및 환원력 생성과 같은 당의 특성 변화

가 적게 나타났다(Fig. III-10과 III-11).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서 환원당은 반응

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감마선 조사는 이당류나 전분과 같은 비

환원당 부분의 C1 위치에 자유 래디컬이 작용하여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

어 환원력을 가진 조사 분해산물이 생성된다(Stewart, 2001; Raffi 등, 1985). 모

델 수용액 및 식품이 동결 상태에서 조사되었을 때 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성분

의 조사 분해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갈변 반응이 억제된다는 것은 다양한 온도

에서 조사한 밥의 ESR spectra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었다(Fig. II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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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9.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brown color development of 

sugar-glycine solution after gamma-irradiation at 30 kGy. 

A, glucose-glycine; B, sucrose-glycine. room temperature(○), 4℃(■), -2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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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10. 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sugar loss (%) of sugar-glycine 

solution during gamma-irradiation. 
A, glucose-glycine; B, sucrose-glycine. room temperature (○), 4℃(■), -2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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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11. 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reducing power (%) production 

of sucrose-glycine solution during gamma-irradiation. 

room temperature (○), 4℃(■), -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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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밥)

  밥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밥은 높은 수분활

성과 양분으로 부패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밥의 저장성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밥의 풍미, 질감 및 색과 같은 관능적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용도가 감소된다(Lee 등, 2004). 그러나 밥을 동결 상태에서 조사하

을 때 조사 직후 뿐 아니라 조사 후 저장 기간 동안에도 갈변이 억제되었다

(Table III-13). 본 연구에서 동결 조사에 의한 갈변 억제는 모델 수용액에서 뿐 

아니라 식품에서도 효과적이었다.

Table III-13. 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A

Storage time
(days)

Dose
(kGy)

Irradiation conditions
B

SEMD

RT
C

4℃ -20℃ -70℃

L-value

0 0 50.37a

10 48.36a 49.09a 50.25a 50.26a 1.202

20 47.85b 48.76ab 50.67a 50.83a 0.941

30 47.31b 48.83ab 50.06a 50.94a 0.805

11 0 46.11a

10 47.58a 47.44a 50.17b 50.44b 1.081

20 47.27a 47.11a 50.26b 50.23b 1.172

30 46.42a 47.67a 50.43b 50.30b 0.762

a-value

0 0 -1.03a

10 -0.92a -0.97a -1.03a -1.03a 0.082

20 -0.90b -0.93ab -1.01ab -1.03ab 0.060

30 -0.90a -0.92a -1.02a -1.01a 0.061

11 0 -1.04a

10 -0.80c -0.89bc -1.04ab -1.00a 0.062

20 -0.79b -0.89ab -1.02a -1.04a 0.073

30 -0.75b -0.88ab -1.05a -1.10a 0.081

b-value

0 0 -2.00a

10 -1.19b -1.27b -1.52ab -1.98a 0.305

20 -0.98b -0.99b -1.39b -1.99a 0.221

30 -0.90c -0.98c -1.27bc -1.74ab 0.232

11 0 -1.75a

10 -0.74c -0.67c -1.05bc -1.39ab 0.251

20 -0.07c -0.31c -1.07b -1.02b 0.251

30 0.35c 0.12c -1.00b -1.03b 0.182

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nd control (0 kGy 

irradiated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B
Temperature during 

gamma-irradiation. 
C
Room temperature. 

D
Standard error of the mean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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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II-12. ESR spectrum and signal intensity (a.u.) of gamma-irradiated 

cooked rice at various conditions. 

(a) 0 kGy, (b) 30 kGy at room temperature, (c) 30 kGy at 4℃, (d) 30 kGy at 

-20℃, (e) 30 kGy a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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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irradiation leads to a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carbonyl -amine reaction) 
in an aqueous system similar to those induced in a heated one. This reaction may influence 
the changes of the color in irradiated foods. The intensity of the reaction was dependent on 
the type of the sugar, if the occurrence is by irradiation or by heating.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browning reaction between irradiation and heating. Although no browning 
was observed in the heated solution of the non-reducing sugar, the formation of colored 
products was observed in the irradiated sucrose-lysine solution. It could be explained on the 
basis that irradiation promotes the breakdown of the glycosidic linkages of the disaccharide, 
sucrose and the produce of a reducing power. The high molecular weight melanoidin (> MW 
12,000-14,000 Da) was produced by gamma irradiation from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between glucose and glycine. The structure of melanoidin was similar to melanodin 
from heat processing. The results suggested that gamma-irradiation occurred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that is similar the reaction by heat processing.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during gamma-irradiation processing was greatly influenced 
by pH and medium of reaction system. The brown color development of irradiated sugar 
solutions with and without glycine is more increased in buffer system especially with alkaline 
pH than DDW. When food is irradiated, off-color such as browning can be produced due to 
the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and it is influenced by other ions and/or pH of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 browning of irradiated food might be retarded by lowering the pH of 
the system. Gamma-irradiation produce the free radical and the radiolysis products of sugar 
and glycine and then they may be condensed to colored products during post-irradiation. 
However, when the food is irradiated in frozen state, the production of free radical and 
radiolysis product is inhibited and it may prevent the browning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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