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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식품 장  가공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 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2 1 세 기 생명산업화 시 에 비 방사선 식품생명과학 기술선진 화로  련 

산업의  진 흥을 통한  국 가 경 제발 과 국 민 보건복지 향상  기술개발  

  ▶ WTO/UR 비 식량의 가격안정과 수입 체를 한 에 지 약형 식량 장기술 개발

     ○ 생산된 식량자원 10～30% 손실 → 10～20% 이상의 식량 간 증산효과 획득

  ▶ 식품/공 보건산업의 생화/안 성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

상 방안 마련

     ○ 기존 방법으로는 신선식품의 명확한 생화 확보 부재 →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병원

성 미생물 100% 사멸기술 획득(최근 미국 식 독으로 인한 년간 60억불 ～ 300억불 

경제  손실 → 간 생산성 도모)

     ○ 국제 식품규격 원회(CODEX) 기 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 련 국내 식품 생법 개

정  허가품목 확

  

  ▶ 식품생명공학 기술 선진화와 신소재 창출  신제품 개발

     ○ RT/BT 이용 고부가가치 식품  생명공학 신소재/신제품 개발  생체방어 기능성 

신제품 생산(10종 제품생산  1억$이상 수출) 

     ○ 개발기술의 실질  활용극 화를 한 출연(연)/기업 Joint Venture 설립 1건

  ▶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  소비자 수용성 증 로 실용화 확   

련 산업 활성화

     ○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보건복지부 건 성 허가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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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식품  공 보건 련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 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가공제품을 생산

하기 해서는 원료의 안정  공 , 생  제품생산, 효율  제조공정, 안 한 장 유통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품의 가공, 장, 생화에 있어서 지 까지 이용되어온 온열처리, 냉

장/냉동, 화학약품처리(보존제, 훈증제 등) 등은 처리효과, 처리비용, 건 성, 환경공해 등 많은 

문제 이 지 되면서 세계 으로 사용이 차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 성에 한 

국민 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의 방과 생 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

을 해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장  가공기술 개발의 필

요성이 보건당국과 산업계로부터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일

환으로, 원자력 기술의 평화  이용분야로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들 제품의 생화와 안 장

/유통, 가공제품의 안 성 향상, 제조공정 개선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집약  분야

의 하나로 국내외 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 식량교역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크게 확 될 망으로 국내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실히 요구되는 시 이다.

 가. 경제·산업  측면

   ○ 식품은 병원성 유기체 (viruses, parasites, bacteria), 화학약품 (살충제, 속, animal 

additives) 는 다른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소비자의 건강 험을 

유발시키며, 발생국에는 심각한 경제 인 부담을 갖게 함 

   ○ WHO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으로 매년 약 15억 정도의 인구가 세균성 설사를 경험

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약 3백만명 정도가 식품유래 질병에 의

해 사망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 방지 책 마

련이 필요시 됨.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사망으로 년간 7,000 ～ 

20,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은 1억7천만～4억7천만불로 병원성 

오염유기체에 의한 피해가 미국 역에서만 38억80만～43억30만불에 이르며, 따라서 국

내에서도 이에 한 책 마련이 필요시 됨

   ○ 선진국에서는 salmonellosis, campylobacteriosis와 E. coli O157:H7에 의한 감염과 같은 

식 독의 증가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보고되고 있음. 일 로 1996년 일본에서는 E. 

coli O157:H7에 의해 4명의 사망자와 7,400명의 환자가 발생하 고, 2002년에는 7명의 

사망자와 138명의 환자가 발생하 음. 식 독으로 인한 공 보건 리비용과 다른 사회 

간 비용이 격히 증가하게 됨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 장  제약․보건 련산물 멸균 등 산업 으로 다용도

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언제든지 조

사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 를 해 필요시 됨

( 재 국내 1개 시설이 24시간 가동 에 있으며, 추가로 1개 시설이 2002년 6월 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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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험가동 에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식물자원으로부터 공 보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량생산

기술  생리활성 효과 극 화 기술은 본 과제 단계에서 기 이론을 이미 확보한 상

태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연구가 무한 국내․외 실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발 이라 단 됨. 방사선과 BT/NT를 병용하면 공

보건용 고부가가치 소재개발과 기 개발된 소재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가공공정의 개

선으로 원가 감, 장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 본 기술은 기능성 소

재의 안정 생산  량 생산을 한 획기 인 기술로서 기존의 생산공정에 비해 생산

비를 크게 감시킬 수 있음

   ○ 방사선 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가공기술 

개발결과는 2천억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품․생명공학분야 련 산

업에서 이용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기술 선 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 국내 생산

업계의 생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으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시 됨 

   ○ 세계 백신 시장은 굉장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 따라서 안 한 백신 생산과 공

은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 식품 유해성분으로 발생하는 산업체 생산성 하  국민 보건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 WTO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  천연자원 활용 극 화를 하여 우리 고유의 천

연 식품재료로부터 고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이 요구됨

  

 나. 사회·문화  측면

   ○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품  보건 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생 인 제

품 생산과 세계  시장개방화에 비한 검역 리 기술 확보에 극 노력하고 있음은 방

사선을 이용한 식품/의료․제약 산업에서 조사기술의 요성과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있음

   ○ 식품  보건 련 산물의 살균․살충에 사용되어온 화학 훈증제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등), 화학첨가물(방부제 등) 등은 환경공해, 건강장해, 유해물질 생성  

잔류 등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어서 세계 으로 그 사용이 일부는 이미 지되었거

나 차 지될 망이고 국가 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성이 증 되고 있음

   ○ 국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식품  보건 련 산물의 생  측면이 더욱 시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가공 원료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 방과 생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  생산성 증 를 도모하기 한 식품  보건 련 산물의 

생화 기술개발이 필요시 됨

   ○ 특히 방사선이용 식품생명공학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이해 증진

을 해 국민생활 속에서 원자력 기술의 혜택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본 연구가 

반드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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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식에서 생  안 공 체계의 구축은 투인력의 건강보호와 력증강을 해 기

본 인 요소임

   ○ 국내 환자용 멸균식품과 산악스포츠용 등 특수식품의 요구증 와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생산으로 국민 보건향상  제품 특성에 맞는 첨단 생화․유통기술 개발 

필요함

   ○ 사회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 성(safety), 편이성(convenience)과 기능성

(functionality)을 요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식품의 선택기 과 직결되고 있음. 특히 

생 으로 생산, 가공된 신선한 식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

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즉석식품류(ready-to-eat /ready-to-cook foods)의 가공․

장  해 안 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탁월한 효능이 인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생산은 국제

사회에 한국의 통과 문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  

   ○ 방사선 이용 식품의 독성물질  유해물질을 효과 으로 제거  감화할 수 있는 기

술개발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화학  독소에 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사선 이용 식품의 사 해물질  비 양소의 감화로 식품의 기능성  생리활성 

상승효과를 유도시켜 식량자원의 효율  이용성을 증 시킬 수 있음. 한, 식품 유해성

분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이용제한성 극복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피 식품의 소비 증 와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식문화의 변확 가 필요시 됨

   ○ 기존의 식품 가공  장 방법이 효과, 비용, 안 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어 이의 체기술 개발이 시 한 실정임. 한, 해마다 식품으로 인한 병원

성 오염유기체에 의한 피해가 미국에서만 연간 40억불에 이르고 있음. 이런 필요성과 함

께 방사선 조사기술과 안 한 식품개발에 한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인 동향에 발

맞추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식량의 국제교역의 확 는 우리나

라 한 그러한 추세에서 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생화와 안 한 장/유통에 효과 인 방법으로 평가받

고 있음.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유 자 조작된 미생물의 생태․환경 인 

험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방사선 조사에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음

   ○ 과학기술 , 경제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가공방법과 안 식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국

민들이 이를 수용치 않으려 한다면 보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피폭의 간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함. 방사선 조사 기술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흘 음에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 인 라 할 것임. 즉, 우선 으로 방사선 조

사식품에 한 국민이해(public understanding)의 성취 없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보

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국민지지의 단으로 나

아갈 수 있음. 그러므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안 성에 한 국민이해사업은 일반 인 과

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요성, 컨 , 인류복지 혹은 국가발 을 한 과학기술에 

한 일반국민의 지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잘 변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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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의 혼동 등 잘못된 이해가 폭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밝 졌음. 20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한 단계 서베이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는 

8.7%에 지나지 않으며, 시민단체 상근자의 경우 무려 45.7%가 방사선 조사식품을 방사

능 오염식품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러한 심각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보  확 를 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체 인 타겟 집단에 한 인식조사  홍보활동 등 

보다 구체 이고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함

   ○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2002년 제 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회의(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 ICGFI) “조사식품의 국제교역 차와 련

법규의 조화를 한 워크 ”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고 

Codex에 하여 식품에 한 고선량 방사선조사 허용을 권고함

   ○ 우리나라도 세계 인 추세에 발맞추어 식품에 한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실시 될 

정에 있으나,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국민 심과 의구심이 높아질 것

으로 상되며, 식품  의료/제약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성공 으로 실용화시키

기 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염려  의구심을 과학 으로 해명하여 

소비자 이해  수용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 성 평

가연구가 사회․문화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특히, 국제 으로 건 성이 공인된 품목의 경우에도 국내 실용화를 해서는 국내의 안

성 평가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재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건 성)평가와 련된 홍보자료의 개발도 이루어져, 식생활 속에서 원자

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이해증진 도모가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증가에 따른 국가 인 리를 한 식품공 의 개정/보완이 필요시 

됨

  

 다. 기술  측면

   ○ WTO/NR 비 국가 식량에 지 안 확보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 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가공제품 생산을 해서는 가공원료의 안 공 , 생  제품생산, 

효율  제조공정, 안 한 장/유통기술의 개발이 요구 됨

   ○ 오늘날 식품의 국제  생화 방법에 이용되고 있는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에서 인증된 공정이 간편하고 처리효과가 확실하며, 안 하고 산

업 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생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화학보존료와 가열살균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식량의 유통 장기술에 하여 품질  

생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함

   ○ 군 력증강의 가장 기본요소는 투인력으로 군 식용 식품류의 안  공 체계 구축

으로 군 식 체계에서 식품기인 질병, 그 로서 재 문제시되고 있는 E. coli 

O157:H7, Salmonella 등에 의한 식 독 등 군 단체 식에서 오염유기체에 의한 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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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잠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미육군(U.S. Army)은 군사 식체계에서 이온화 에 지 기술의 이용이 매우 유용한 방

법임을 인정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 음. 최근에도 군사 식의 특별용도로 본 기

술의 이용  개발이 수행 에 있고 우주식품의 생화와 장기보존에도 실용화하고 있

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군사 식체계에서 생화에 의한 투인

력의 건강보호와 비상식량 에 지의 장기안 보장으로 비상사태  21세기 식량의 무기

화에 비하기 해 필요시 됨

   ○ 재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주로 식량자원의 장  해 안 성 확

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분야(유해성분 제거, 알러지 감 식품

개발, 신소재 개발)에 한 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범 가 확 되고 있음. 이

와 같이 방사선의 기존 용분야 외에 새로운 시도는 국내․외 으로도 그 연구가 매우 

미약하며, 조사식품의 기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식품의 가치상승의 효과가 크다고 

   ○ 이미 선진 각 국에서 선 하고 있는 BT(Biotechnology)/NT(Nano technology) 기술에 

해 선진국과 동일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우리

나라 고유의 연구 역을 확보하고 이 분야 기술을 선 하기 해서 새로운 복합기술의 

목이 가장 바람직함. 즉, 세계 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시도되지 않은 틈새를 공

략하고 기술의 선 을 통해 국제  고유기술을 확보하여야 함

   ○ 재 제조되고 있는 백신은 감염성 질병의 방을 해 개발되고 있음. 최근 감염성 질

병외에도 다양한 질환에 면역화학치료법이 조 씩 이용되고 있으나, 독성이 없고 항원성

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 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본 과제 단계 기 연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기술이 단백질 항원의 독성을 감시키고 

특정부 (epitope)의 항원성은 그 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확보하여, 본 기술과 BT기술을 

이용하면 면역세포의 생체면역화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임 

   ○ 식품 유해성분의 잔류  생성으로 인한 질병유발, 상식품의 기피 등으로 인하여 식량

자원의 효율  이용이 제한 받고 있음.  단계 연구에서 세계 최 로 방사선 조사기술

이 식품 유해성분을 효과 으로 제거  감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본 기술의 산업  용을 한 실증연구 수행이 요구됨

   ○ 본 과제 단계에서 RT/BT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유해성분 제거기술개발을 한 기 이

론 확립 한 이미 국내의 고유기술로 확보된 상태이며, 세계 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의 하나임. 이러한 기 이론을 바탕으로 당해단계 실증화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활용성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더욱 안 하고 편리한 식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화하여야 함. 이처럼, 방사선과 첨단기술 등 복합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선진국의 수

을 뛰어넘는 첨단기술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이러한 기술의 국내 기반조성이 반

드시 필요 함

   ○ 국제식량교역에서 선진국  주요 교역국의 Methyl Bromide 사용규제  체기술개발 

추세에 부응하기 하여 국내 수출입 농수산물에 용할 수 있는 생  체기술로서 

방사선 이용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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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산업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의 성공  실용화 확 는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한 

이해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행 가공/ 장  생화 방법의 장․

단 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 으로 건 성이 공인되었다 하여도 국내 실용화를 해서는 국내의 안 성 평가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산물의 

안 성(건 성) 평가와 교육  홍보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시 됨. 한, 방사선 이용하

여 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시장성 평가  홍보활동에 한 과학 인 방안 마련이 필요

시 됨  

   ○ 최근, 식품의 생화를 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선량제한에 한 기술 인 문

제 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 살균과 장기 장을 해서는 10 kGy이상

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를 들면 향신료의 경우, 랑스는 11 

kGy의 방사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 특히, 면역결핍 환자 등을 한 완  멸균식을 해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75 kGy라는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국 등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hospital 

diets)을 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한,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식품(ready-to-eat / ready-to-cook foods)의 개발에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

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 들을 해

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남아 리카의 경우,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 에 

최소 45 kGy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 따라서, 다용도의 고선량 방사선조사식품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에 있어 소비자를 

한 품질보증 방안으로서 이들 식품에 한 안 성 평가연구가 실히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 식/환자식/특수스포츠식/우주식)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가.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나.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2. RT/BT/N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가. RT/BT 이용 폐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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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활용 연구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3.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발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다. RT/BT 이용 생물유래 독소 제거  활용기반 연구

4. 방사선 조사 특수식품의 안 성 확보/국민이해방안 마련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

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Ⅳ.  연구개발결과

1.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 식/환자식/특수스포츠식/우주식)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가.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개발

   ○ 육군 보 지휘 (장군,  장교) 상 군 식품/비상/특수식량의 안 공 체계구축

을 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  홍보

 나.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기 기반 기술 확보  

   ○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 기반연구  우주김치개발 성공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Top Brand Project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식품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안정  연구수행 기반 구축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 감마선 이용 가공용 분의 이화학  특성  물성개선 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 기  규명  억제 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시 분말죽의 물성  에 지 도 개선/고열량 유동식 제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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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 이용 고열량 유동식 제조를 한 최  처리 조건 설정

   ○ 감마선 이용 무균식 생산 기술개발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식품가공 병용처리 이용 최소가공식품(3종)/즉석식품용 식재료(1종)의 품질 

 장 안정성 개선 

   ○ 감마선 이용 즉석편의식품(김밥)의 생화 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구운 계란의 보존 안 성 기술개발

   ○ 감마선 조사와 천연추출물 첨가 화학발색제 체 고품질 건조육제품(육포) 개발 

   ○ 즉석취식용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성 확보를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 용연구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검역 생화 기술 개발

   ○ 감마선 기술  실크 펩타이드 이용 고품질 무균 육가공제품 개발

   ○ 감마선 이용 유아용 유제품 오염 신종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벌꿀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홍란의 장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환자  민감 소비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 수정과의 장안정성 평가  감마선 용 미생물 안 성 확보 기술개발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 감마선 살균과 증기살균 처리된 고춧가루의 품질 특성비교 연구

   ○ RT/BT 이용 식품가공시 생성되는 Biofilm(생체막) 제거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실험 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술 개발

   ○ 식품류 유래 방사선 항성 미생물 탐색  제어기술 기 연구 

   ○ 식품의 지방산패 측정방법과 특정 미생물 생육과의 상 계 규명 연구

   ○ 녹차가루를 이용한 발효식품, 가공식품의 장안 성  품질 향상에 한 연구

   ○ 감마선 이용 기능성 강화 배식  제조기술 개발 

2. RT/BT/N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가. RT/BT 이용 폐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신소재/생고분자 

(biopolymer) 소재 개발  활용 연구

   ○ RT/BT 이용 녹차부산물 유래 신소재 함유 기능성 화장품 용  활성 보증시험

   ○ RT/BT 융합기술 이용 폐자원(귤피)으로부터 기능성 소재 발굴  이용기술 개발

   ○ 농산 부산물인 귤 정유로부터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펄 폐액 재활용기술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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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섬유 폐자원(실크 단백질)으로부터 기능성 소재개발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CLA 개발  기능성 평가

   ○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연구

   ○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베타 루칸, 타피오카)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

연구

   ○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3.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발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육제품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발효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 감마선 이용 식품 내 독성발암물질 Ethyl carbamate 제거기술 개발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 ray)별 특성 평가

   ○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 이용 식품 알 르기 방기술 개발

 다. RT/BT 이용 생물유래 독소 제거  활용기반 연구

   ○ 감마선 이용 lipopolysaccharide(LPS)의 무독화  생리활성평가

4. 방사선 조사 특수식품의 안 성 확보/국민이해방안 마련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 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

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개발 가공식품의 복귀돌연변이원성 평가 

   ○ 고선량 조사된 환자식/군 식품의 안 성(건 성), 아 성 독성, 미세 조직학  안 성, 

생체 지질 사  항산화효소 활성 평가

   ○ 고선량 조사된 군 식품의 유 독성학  건 성(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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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BT 융합기술 이용 개발된 시제품의 복귀돌연변이원성 평가 

   ○ 고선량 조사된 환자식용 곡류분말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유발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성독성 비교평가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식품학  품질 특성/수용도 평가

   ○ 방사선 조사된 특수 양식 재료의 조리과학 , 능  특성

   ○ 조사 식품군별/ 원별(탄수화물/단백질/비타민) 원식품의 품질특성 평가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단체 상 홍보 략 수립, 자료배포  인식도 변화조사/개발

기술, 신제품 시장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 PEST모델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송 상물 제작  방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식품 생화 기술개발로 군부 , 학교, 병원 등 공공기 의 단체 식이나 패스트푸드

에서의 식 독 방으로 공 생  국민보건 향상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 과제의 성공  수행으로 연 20% 이상의 간  식량증산과 가공공

정개선으로 40% 이상의 에 지 감효과  환경공해 방

   ○ 경제/산업에서 직․간  생산성 향상 도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 방지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사망으로 년간 7,000～20,000명이 피해,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은 1억7천만에서 4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한 연간 4백

만～6백만명의 식 독 발생, 경제  손실은 약 65억～3백억 달러)

      - 한국 식품의약품안 청(KFDA)은 2001년도에 체인구  1/4에 가까운 약 1천 2백만

명이 식 독으로 고통받으며, 이에 의한 사회, 경제  손실이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있고, 이  발병율의 70%는 학교 식 등 단체 식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고함. 

따라서 단체 식의 생화가 시 한 실정임

      - 국내에서 본기술을 이용한 '05년도 식품류 수출 액은 라면류 1억 6천만 달러, 건조 

농수산물류 3천만 달러, 건강보조식품류 1천만 달러로 총 2억 달러(한화 2,000억원).

   ○ 보건복지부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확  신청(CODEX: 국제식품규격 원회, 기 에 따라 

국내 식품 생법 개정 추진)

   ○ 군(軍) 식체계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로 식품기인 질병 방  생  식품생

산․공 으로 투인력 보호에 따른 력증강 도모(국방부 연구사업 확 , ‘0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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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검증으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련 산업체 생산성  국내 

식품류 수출 활성화 기

   ○ 차기단계 연구 정인 생물테러 비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

용방안 제시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신제품의 산업화로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입 체/수출효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 RT/BT 병용 신소재 개발로 폐자원의 활용  환경오염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

   ○ 식품 유해성분의 효과 인 제거기술 개발로 산업체 생산성 향상  국민보건증진 기여

   ○ 주요 수출용 식량/식품의 생물학  품질보증 검역처리기술 확보  식품 산업계의 기술 

제공으로 외 경쟁력 강화  시장성 확 에 활용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안 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실용화 확 를 한 국

내 제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 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

는 업체수는 5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 방사선 조사식품과 응용물의  언론  언론인 홍보모델 제시/ 언론 네트워크 확보.

   ○ 식품 련자집단( 양사, 조리사)과 소비자단체 등 련 여론 선도층에 한 인지도  

수용도 향상에 기여

   ○ 방사선 조사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조리법  시피 개발/홍보자료 제공  교육/

홍보를 통한 개발된 음식의  수용성 증진으로 실용화확 에 기여 

   ○ 보건복지부허가에 필요한 연구결과 제시/축   허가 후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

   ○ 연구결과는 련 산업계와 연계하여 력연구 추진으로 실용화 유도  방사선 조사식

품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한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개발된 요소기술의 특성과 실용성을 련 기   산업체와의 조사/정보교류, 

실증시험을 통해 산업화 타당성을 검토

   ○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한 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

   ○ 식량자원의 생화와 식품 신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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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Technologies by Radi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ies with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technologies for enhancing the public health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bio-industry era of 21st century 

○ Securing national food resources against WTO/UR and development of energy-saving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technologies by radiation

   - The loss of 10~30% in produced foods → an indirect increasing effect of 10~20% in 

foods production

○ Establishment of method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safety, and the public 

understanding by development of alternative techniques of chemicals and foundation of 

the production of hygienic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 Maximization of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by development of processing procedures for 

value-added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by combin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RT), biotechnology (BT), and nano-technology (NT)

○ Establishment of protocol in quarantine treatmen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standardization of the procedures in preparation of the use of food irradiation technology 

in international trade

○ Securing public information for enlarging the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s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company with performing safety evaluation of the 

irradia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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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produce highly value-added food products, there are several prerequisites such as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hygienic and efficient processing procedures, and techniques 

for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Increased public interest on the safety of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urgently needs a new processing technology over the traditional 

methods to solve or to enhance the safety issues. Such the traditional methods using 

chemical fumigants and preservatives has been known to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its effect, cost, wholesomeness and cre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od irradiation, one of the peaceful use in nuclear energy can solve those problems. 

Irradiation of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is safe, wholesome, 

technology-intensive, and environment-friendly. This technology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expected to be used very commonly in international food trade near future. Therefo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methods by radiation 

technology is critically needed.

 

(1)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Techniques such as heat treatment, refrigeration, freezing and chemical treatment 

(preservatives, fumigants, and etc.), which have been used in food processing, storage 

and sanitization, traditionally, are more restric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efficiency, cost, wholesomenes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 and practical alternative techniques. 

○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lan against economic and productivity loss by food-borne 

diseases from pathogen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7,000 to 20,000 people have been 

suppressed by foods contaminated from E.coli O157:H7 and economic loss was 

estimated about 170 to 470 million dollars. The economic loss of 130 billion won is 

estimated in Korea.

○ As food irradiation facilities can be used multi-purposely such as food processing, 

storage, medical and othe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many irradiation facilities are 

being constructed or planed around the world. Thus the local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and practically used; Currently, only one commercial facility is under 

operation 24 hours a day and another one is in test-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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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method of new functional resources for food, 

pharmaceutical, and cosmetic industry may impact on the world market in the area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which composed of about 200 billion dollar-size market, 

presently. This project should be conducted due to take a first position in the new 

combined technology area by Korea and will contribute on large increase in productivity 

of domestic industry.

○ The development of a stable raw material supply, sanitary food production, efficient 

processing procedure, and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techniques is needed to 

obtain the security of national food resources and to produce value-added food against 

the WTO system and globalization.

(2)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Recently, series of facts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methods to 

produce hygienic food or health-related products using irradiation technology and have 

tried to standardize quarantine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globalized market support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potentiality of the irradiation technology.

○ The chemical fumigants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and etc.) or preservatives 

(antiseptics), which have been used for pasteurization and disinfestation of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traditionally, have many problems in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e use of those chemicals is prohibited or will be done near future and 

quality standard of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will be more restricted. The 

reason of enlargement of practical use of irradiation technology is now solid. 

○ Consumer standard on food safety has been increasing. To meet the higher consumer 

standard, development of processing procedures for safe and wholesome foods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are urgently required.

○ Especially, result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by radiation will be a very good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consumer understanding 

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 Techniques such as heat treatment, refrigeration, freezing, and chemical treatment 

(preservatives, fumigants, and etc.), which have been used in food processing, storage 

and sanitization for a long time, are more limi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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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cost, wholesomenes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 and practical alternative techniques on the basis of sound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acceptance of consumer for the technology is more important for 

practical use. Therefore, national campaign in the aspect of safety assurance of irradiated 

foods should be addressed.   

○ In spite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food 

irradiation with sound science, a majority of Korean does not know about the 

technology. Even the people are confusing the irradiated food with the food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materials. One of the survey results last year using 

common Korean adults (over 20 years old) indicated that the knowledge of irradiated 

food was only 8.7%. A 45.7% of consumer group officers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irradiated foods and contaminated foods by radioactive compounds but thought 

that those are psycologically same. Those misunderstanding should be solved befor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irradiation technology to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to be avoided of consumers' strong repulsion. 

(3) Technology Aspect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hygienic and efficient 

processing procedures, and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is required to secure national 

food resources and to produce value-added functional food products in preparation 

against WTO/UR.

○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the method of industrial pollution-free sanitation 

procedures by complying with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In successful enlargement of practical use of irradiation technology in food industry, 

consum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re prerequisite. Thus comparison and 

understanding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food irradiation and traditional 

methods  under the sound science and facts should be provided. Although the 

technology was adapte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aluation of safety from 

domestic research group is required.  

○ To strengthen the market competency and quality improvement of frozen seafoods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techniques for stor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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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with microbiologically safe, pest-free, physico-chemically and sensorially 

adequate.

○ To take a first position in technology internationally, the method development for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oxic or undesirable compounds in food using radiation (RT), 

bio (BT) and nano (NT) combination technology is required. Technique for mass 

production of value-added highly functional materials is also developed by the 

combination technology.

○ International trade of irradiated foods will be increased dramatically. Thus effective 

control system of pests and microorganisms in quarantine treatment should be 

instituted. Re-irradiation and exact dose treated in food should be controlled, too.

 ⅰ) Alternative techniques for methyl bromide (MeBr) fumiga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chemical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is urgently required.

 ⅱ) Hygienic and safe alternative techniques of MeBr for domestic agricultural commodities 

are also require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s of safety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special purpose foods (military 

rations/patient foods/special sport foods/space foods) by gamma irradiation

 (1) Establishment of safety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special purpose foods by gamma 

irradiation

 (2) Basic stud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space foods 

 (3) Improvement of processing ability of starch based foods by gamma irradiation

 (4) Development of sanitization methods of minimal-processed or ready-to-eat foods by 

gamma irradiation

 (5)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utilization efficacy of gamma-irradiated food materials 

2.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materials or new products using RT, BT, NT technology

 (1) Development of biopolymer for the food or public health industries from waste 

resources using RT/BT technology

 (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igh functional bio materials using RT/BT technology

 

3. Establishment of elimination or deterioration method of toxic substances in food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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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BT technology

 (1) Elimination technology of toxic chemical substances in foods using RT/BT technology 

 (2)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vaccine using RT/BT technology

 (3) Elimination and application of bacterial toxins using RT/BT technology

4. Studies on the public understanding in safety of the irradiated foods

 (1) Evaluation of safety of irradiated foods (military rations, patient, special sports, etc.)

 (2) Evaluation of quality and cooking properties in the irradiated foods

 (3) Scientific methodology development for improving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

 

IV. Results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s of safety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special purpose foods (military 

rations/patient food/special sport foods/space foods) by gamma irradiation 

 (1) Establishment of safety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special purpose foods by gamma 

irradiation

   - Sanitization techniqu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for military rations by radiation 

technology

   - Publicity through seminars about radiation technology for safety supply system of 

military, emergency, special foods

 (2) Basic studies for development of Korean space foods 

   - Establishment of elemental technologies for producing Korean space foods

   - Development of space Kimchi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ith food processing 

technology

   - Achievement of Top Brand Project "Developmet of Space Kimchi Us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ith Food Technology" via successful development of space Kimchi

 (3) Improvement of processing adaptability of starch-based foods by gamma irradiation

   -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rheological properties 

of starch using gamma irradiation

   - Elucidation of the mechanism and control of non-enzymatic browning reaction in 

gamma-irradiated food

   - improvement of rheological properties and energy density and development of high 



- xix -

energy porridge using gamma irradiation

   - Measurement of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in producing a high energy porridge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sterilized meals using gamma irradiation 

 (4) Development of optimal processing methods for sanitizing minimal processed or 

ready-to-eat food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Improvement of quality and storage stability of minimal processed foods (3 items) and 

ready-to-eat food (1 item) using combination treatment with radiation and food 

technology

   - Development of sanitization technology of ready-to-eat and convenience food (Kimbab) 

using gamma irradiation

   - Development of preservation technology of cooked egg using gamma irradiation

   - Development of dehydrated meat product added with natural additives and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 Application of high dose irradiation to the seasoned pork to improve storage stability  

   - Development of quarantine treatment of frozen cheese ball for export using radiation 

technology

   - Application of silk peptides to high quality and processed meat product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radiosterilization technology to infant dairy products 

   - Evaluation of microbiological safety of hone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a quality control technology of red shell egg during the storage   

   - Development of the sterilized ice-cream for patient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Establishment of shelf stability and microbial safety of Sujeongkwa using gamma 

irradiation

 (5)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utilization efficacy of gamma-irradiated food materials 

   - Development of packaging methods using an activated charcoal to control off-flavor of 

meat 

   - Comparison study of qu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gamma-irradiated and steamed 

powered pepper

   - Elimination technology of biofilm produced by RT/BT technology

   - Sanitization technology of feeds for laboratory animal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Screening and control of the radiation resistance microbes 

   - Measurement of rancidification of lipids and elucidation of corelation with microbi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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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rovement of quality and shelf stability of fermented, processed foods added with 

green tea powder 

   - Development of functional pear vinegar using gamma irradiation

2.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materials or new products using RT, BT, NT technology

 (1) Development of biopolymer for the food or public health industries from waste 

resources using RT/BT technology

   - Application of novel compounds from green tea byproduct to cosmetics using RT/BT 

technology

   - Screening of functional compounds from dried orange peel using RT/BT technology

   -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from essential oil of orange

   - Recycling technology of pulp byproduct using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from silk peptide using RT/BT technology  

 

 (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igh functional bio materials using RT/BT technology

   - Functionality evaluation of Gallic acid-CLA, a novel multi-functional compound, using 

RT/BT technology

   - Elemental study to structure conformation of natural material using RT/BT technology 

   - Improvement of rheological properties and functionality of polysaccharides using 

RT/BT technology  

   -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from marine resources using gamma irradiation

   -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polymer using RT/BT technology

   - Screening of strains producing functional enzymes for food industry 

3. Establishment of elimination or deterioration methods of toxic substances in foods using  

RT/BT technology

 (1) Elimination technology of toxic chemical substances in foods using RT/BT technology 

   - Development of eliminating carcinogenic nitrosamine and nitrite in processed meat 

products 

   - Development of elimination of biogenic amine in fermented food using gamma 

irradiation 

   - Improvement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phytic acid using gamma irradiation

   - Deterioration of residual pesticides in food using gamma irradiation

   - Elimination of carcinogenic ethyl carbamate in food using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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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vaccine using RT/BT technology

   - Evaluating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toxicity reduction of allergens

   - Elemental study to inhibit hypersensitivity reaction and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ystem

   - Comparison of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by radiation sources to produce an innovative  

vaccine 

   - Protection from food allergens using the modified allergen by radiation technology

    

 (3) Elimination and application of bacterial toxins using RT/BT technology

   - Elimination of toxicity and evaluation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lipopolysaccharide

4. Studies on the public understanding in safety of the irradiated foods

 (1) Evaluation of safety of irradiated foods (military rations, patient food, special sports 

food, dehydrated agricultural/fishery/livestock product, ready-to-eat food)

   - Mutagenicity evaluation of irradiated foods by high dose irradiation

   - Wholesomeness, acute toxicity, microscopic safety, lipid metabolism, antioxidant activity 

of patient foods/military rations

   - Mutagenicity evaluation of the developed prototype product by RT/BT fusion 

technology 

   - Bacterial reverse mutation test, in vitro chromosomal aberration test, micronucleus test, 

acute toxicity of cereal powder for patient using high dose irradiation

 (2) Evaluation of quality and cooking properties in the irradiated food materials

   -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and customer acceptance of the irradiated food materials

   - Sensori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raw materials for special nutrient  

   - Comparison of nutritional quality by radiation 

 (3) Scientific methodology development for improving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

   - Establishment of publicity strategy for improving consumer acceptance  

   - Establishment of publicity campaign strategy for improving consumer acceptance 

against consumer organization and survey about the changed perception

   - Producing and broadcasting the publicity video based on survey and P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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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Improvement of public hygiene and health by preventing food-borne disease from fast 

foods and meal service at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 military uni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food sanitation technology.  

  ○ Design for improving direct/indirect productivities in economy/industry. 

    - Prevention of the economical loss and the productivity decline due to pathogenic 

outbreaks (7,000 - 20,000 casualties a year due to E.coli O157:H7 outbreaks and 

deaths in the U. S., and 174.3 - 467.7 million dollar of economical loss. Yearly 4 - 6 

million casualties from food-borne disease outbreaks and 6.5 - 30 billion of 

economical loss).

    - The amount of export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in 2001 was worth 

200 million dollar. In circumstances that chemical treatments for food safety have 

been gradually prohibit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quality standard in 

international trade is getting stricter,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 of foods would be 

increased twice or more and that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ood industry if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related with food irradiation and enlargement of new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re definitely settled in the second half of 2003. 

  ○ Using the combination of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ith /BT/NT,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natural value-added functional materials for foods, medicine, and 

cosmetics contributes to raise productivity of domestic industries with more than a 

hundred million dollar of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more than 10 billion dollar of 

export.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would affect related industries in the world 

market of more than 200 billion dollar.

 

  ○ Settlement of the enlargement of the approval of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nd 

amendments of regulations for gamma irradiated foods by the KFD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oting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 for food sanit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CODEX International Food Standard Committee, in early 

2000).  

  ○ Ensuring the safety of gamma irradiated foods, technical supports to build the second 

and third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in Korea (at present approximately 300 

companies are using the technology in the gamma irradiation facility and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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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in number every year).

  ○ Establishing the biological quality assurance and the quarantine treatment for major 

exporting foo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nlargement of the market.

  ○ Evaluating the adequacy of industrialization by examination and the actual proof test 

of properti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essential technology developed by the research 

project. 

  ○ At the final steps,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fter the collaborated research with 

industries on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 By the sanitation of food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using 

novel material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utilizing the 

technology as PR materials for the public about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 xxiv -

CONTENTS
 

Chapter 1. Summary of the Project ············································································1

Chapter 2. Status of the Art Report ···········································································3

 Section 1. Technical art report of food irradiation ··························································3

  1.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used in the field of food and life engineering industry ······3

 

  2.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life system ·························································································5

  3. Technical application of the food irradiation ·············································································11

  4. Results on the harmfulness of the irradiated food ··································································14

 Section 2. Internal and external trend in industry ······························································17

  1. Industrial trend on the irradiation technology ··································································17

  2. Internal and external status in the industrial application ············································22

  3.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the irradiated food ·······················································25

  4. Prospect in world wide market ·······························································································29

 Section 3. State of ar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32

  1. Trends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32

  2. Trends on the patent ····················································································································39



- xxv -

  3. Trends on the research articles ································································································52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56

 Section 1. Development of methods for the safety and safe preservation for 

special food (military meal, patent meal, special sports food, space 

food) using gamma irradiation ·······································································56

  1. Introduction ·········································································································································56

  2. Materials and methods ·····················································································································66

  3. Results and discussion ····················································································································110

  4. References ···········································································································································292

 Section 2. Development of new substances and products for food and life 

science engineering using RT/BT/NT combination technology ·········300

  1. Introduction ·······································································································································300

  2. Materials and methods ···················································································································310

 

  3. Results and discussion ····················································································································332

  4. References ···········································································································································417

 Section 3. Development of the eliminating or reducing technology of harmful 

compound in food using RT/BT combination technology ···················423

  1. Introduction ·······································································································································423

  2. Materials and methods ···················································································································430



- xxvi -

  3. Results and discussion ····················································································································444

  4. References ·········································································································································469

Section 4. Establishment for the safety of the irradiated special food and studies 

on the program of public understanding in safety treatment ···············477

  1. Introduction ·······································································································································477

  2. Materials and methods ···················································································································480

  3. Results and discussion ··················································································································522

  4. References ···········································································································································747

Chapter 4. Achievement of Research Goals and External Contribution of 

Main Results ···························································································752

  1. Achievement of the research goals ·····························································································752

  2. Major research accomplishment ···································································································754

  3. External contribution ·······················································································································755

Chapter 5. Plan of Utilization of the Results ·····················································759

Chapter 6.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Research Period ······························761



- xxvii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3

제 1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특징 ······································································3

 1. 식품․생명공학 산업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의 특성 ····················································3

 

 2. 방사선 조사가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향 ···································································5

  가. 방사선이 유기물에 미치는 향 ···································································································5

  나.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 ················································································································7

  라.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살균의 구분 ·····························································································11

 3.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활용분야 ·················································································11

  가. 식자재의 장 안정성 확보 ···········································································································12

  나. 식 독 방 ······································································································································12

  다. 식품 가공공정 개선/신소재 개발 ································································································13

  라. 식품교역에서 선진 검역처리기술 ································································································13

  마. 식품 유해물질 제거기술 ················································································································13

 4. 방사선 조사식품의 해성에 한 연구결과 ······························································14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방사선 분해산물의 해성 ·········································································14

  나. FDA의 안 성 평가 ························································································································15

제 2   국내외 산업 동향 ·························································································17

 1.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 황 ····························································································17



- xxviii -

  가. 국제  식품조사 활용 분야 변천 과정 ·······················································································17

  나. 방사선 조사시설 황 ····················································································································19

  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제  평가 ·························································································19

  라.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주요 국가별 견해 ···············································································21

 2. 국내외 산업이용 황 ········································································································22

  가. 국내 황 ··········································································································································22

  나. 주요 국가별 황 ····························································································································23

 3. 방사선 조사식품의 규정  리 ·················································································25

  가. 방사선 조사식품 련 국제 규정의 발 ···················································································25

  나. 국내 규정 ··········································································································································26

4. 세계시장 망 ·························································································································29

  가. 국제  실용화 망 ························································································································29

  나. 산업발 을 한 선결 과제 ···········································································································30

제 3   국내외 연구개발 황 ················································································32

 1. 기술개발 동향 ·······················································································································32

  가. 기술발  망 ··································································································································32

  나. 주요 환경변화 ··································································································································32

  다. 국제  연구개발 동향 ····················································································································32

  라. 국내 기술개발 동향  주요 실 ·······························································································37

  마.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수  요약 ·······················································································38

  바. 국내․외 기술수  비교 ················································································································39

 2. 산업재산권(특허) 동향 ········································································································39

  가.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특허기술 동향 ·······················································································39

  나. 국가별 특허출원 황 ····················································································································40



- xxix -

  다. 연구주체별 특허출원 황 ············································································································42

  라. 식품군별 심층 분석 ························································································································45

  마. 분석결과  시사 ························································································································51

 3. 논문게재 황 ·····················································································································52

  가. 식품 장  가공기술 분야 ···········································································································53

  나. 식품 생  식 독 방 분야 ···································································································53

  다.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 분야 ·······································································································54

  라. 방사선 조사식품 검역/검지 분야 ································································································54

  마. 신기술 분야 ······································································································································54

  바. 소비자 수용성 증진  홍보 분야 ·······························································································55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56

제 1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 식/환자식/특수스포츠식/우주식)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56

 1. 서  론 ······································································································································56

  가.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57

  나.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57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59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62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64

 2. 연구내용  방법 ·················································································································66

  가.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 개발 ·································································66

   (1) 방사선 식품조사기술 개발 략 수립  硏․軍 합동 군 식 생 실태 조사 ···········66

   (2) 군 식체계의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 용  실용화 선행 식 용 평가 ···········67

   (3) 감마선 이용 장기 안 장 특수 작 식량 (햄버거 패티) 개발 ········································70

   (4) 군 식용 원료육  육가공제품의 품질평가를 한 분석방법 확립 ·······························72

  나.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76



- xxx -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78

   (1) 감마선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 기  규명  억제 기술 개발 ·············································78

   (2)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시 분말죽의 물성  에 지 도 개선/고열량 유동식 제조 핵

심기술 개발 ·····································································································································81

   (3) 감마선 조사와 glucono-δ-lactone(GDL) 이용 무균식 생산 기술개발 ································82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83

   (1) 감마선 조사/식품가공 병용처리 이용 최소가공식품(3종)/즉석 식품용 식재료(1종)의 품

질  장 안정성 개선 ···············································································································83

   (2) 감마선 이용 즉석편의식품(김밥)의 생화 기술 개발 ··························································85

   (3) 감마선 이용 구운 계란의 보존 안 성 기술 개발 ·································································86

   (4) 감마선 조사와 천연추출물 첨가 화학발색제 체 고품질 건조육제품(육포) 개발 ··········87

   (5) 즉석취식용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성 확보를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 용 연구 · 88

   (6)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검역 생화 기술 개발 ·····························89

   (7) 감마선 기술  실크 펩타이드 이용 고품질 무균 육가공제품 개발 ·································91

   (8) 감마선 이용 유아용 유제품 오염 신종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93

   (9) 감마선 이용 벌꿀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기술 개발 ·······················································94

   (10) 감마선 이용 홍란의 장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95

   (11) 감마선 이용 환자  민감 소비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96

   (12) 수정과의 장 안정성 평가  감마선 용 미생물 안 성 확보 기술개발 ·················98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99

   (1)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99

   (2) 감마선 살균과 증기살균처리된 고춧가루의 품질 특성비교 연구 ·····································101

   (3) RT/BT 이용 식품가공시 생성되는 Biofilm(생체막) 제거 기술 개발 ·······························102

   (4) 방사선 이용 실험 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술 개발 ····································103

   (5) 식품류 유래 방사선 항성 미생물 탐색  제어기술 기 연구 ·····································104

   (6) 식품의 지방산패 측정방법과 특정 미생물 생육과의 상 계RBAUD 연구 ················106

   (7) 녹차가루 이용 발효식품, 가공식품의 장안 성  품질 향상에 한 연구 ··············106

 3. 연구결과  고찰 ···············································································································110

  가.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 개발 ·······························································110

   (1) 방사선 식품조사기술 개발 략 수립  硏․軍 합동 군 식 생 실태 조사 ·········110

   (2) 군 식체계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 용  실용화 선행 식 용 평가 ·············116

   (3) 감마선 이용 장기 안 장 특수 작 식량 (햄버그 패티) 개발 ······································137



- xxxi -

   (4) 군 식용 원료육  육가공제품의 품질평가를 한 분석방법 확립 ·····························145

  나. 육군 보 지휘 (장군,  장교) 상 군 식품/비상/특수식량의 안 공 체계 구

축을 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  홍보 ····························································160

  다.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161

   (1)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국제 력체계 구축  기  기반기술 확보 ···················161

   (2)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162

  라.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 연구 ···································································182

   (1) 감마선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 기  규명  억제 기술 개발 ···········································182

   (2)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시 분말죽의 물성  에 지 도 개선/고열량 유동식 제조 핵

심기술 개발 ···································································································································200

   (3) 감마선 조사와 glucono-δ-lactone(GDL) 이용 무균식 생산 기술개발 ······························203

 

 마.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207

   (1) 감마선 조사/식품가공 병용처리 이용 최소가공식품(3종)/즉석 식품용 식재료(1종)의 품

질  장 안정성 개선 ·············································································································207

   (2) 감마선 이용 즉석편의식품(김밥)의 생화 기술 개발 ······················································209

   (3) 감마선 이용 구운 계란의 보존 안 성 기술 개발 ·······························································221

   (4) 감마선 조사와 천연추출물 첨가 화학발색제 체 고품질 건조육제품(육포) 개발 ········224

   (5) 즉석취식용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성 확보를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 용 연구 227

   (6)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검역 생화 기술 개발 ···························230

   (7) 감마선 기술  실크 펩타이드 이용 고품질 무균 육가공제품 개발 ·······························234

   (8) 감마선 이용 유아용 유제품 오염 신종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242

   (9) 감마선 이용 벌꿀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기술 개발 ·····················································245

   (10) 감마선 이용 홍란의 장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253

   (11) 감마선 이용 환자  민감 소비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255

   (12) 수정과의 장 안정성 평가  감마선 용 미생물 안 성 확보 기술개발   ·········259

  바.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263

   (1)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263

   (2) 감마선 살균과 증기살균 처리된 고춧가루의 품질 특성비교 연구 ···································268

   (3) RT/BT 이용 식품가공시 생성되는 Biofilm(생체막) 제거 기술 개발 ·······························270

   (4) 방사선 이용 실험 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술 개발 ····································270

   (5) 식품류 유래 방사선 항성 미생물 탐색  제어기술 기 연구 ·····································272

   (6) 식품의 지방산패 측정방법과 특정 미생물 생육과의 상 계 규명 연구 ·····················274



- xxxii -

   (7) 녹차가루 이용 발효식품, 가공식품의 장안 성  품질 향상에 한 연구 ··············276

4. 참고문헌 ·································································································································292

제 2  RT/BT/N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300

 1. 서론 ········································································································································300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개발  활

용 연구 ············································································································································300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303

 2. 연구내용  방법 ···············································································································310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개발  활

용 연구 ············································································································································310

   (1) 시료의 제조 ···································································································································310

   (2) 감마선조사 ·····································································································································311

   (3) 분석방법 ·········································································································································311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315

   (1)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 - CLA 개발  기능성 평가

315

   (2)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 연구 ································320

   (3)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 연구 ····················325

   (4)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328

   (5)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329

   (6)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331

 3. 연구결과  고찰 ···············································································································332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개발  활

용 연구 ············································································································································332

   (1) RT/BT 이용 녹차 신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용시험  생리활성 품질보증 ··············332

   (2) RT/BT 융합기술 이용 폐자원(귤피)으로부터 기능성 신소재 발굴  이용기술 개발 335

   (3) 농산 부산물인 귤 정유로부터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339



- xxxiii -

   (5)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섬유 폐자원(실크 단백질)으로부터 기능성 소재개발 ········345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348

   (1)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CLA 개발  기능성 평가 348

   (2)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 연구 ································353

   (3)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연구 ························383

   (4)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406

   (5)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409

   (6)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412

 4. 참고문헌 ·······························································································································417

제 3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발 ·····················423

 1. 서론 ········································································································································423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423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426

 2. 연구내용  방법 ···············································································································430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430

   (1) 감마선 이용 육제품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430

   (2) 감마선 이용 발효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431

   (3)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 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434

   (4)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435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436

   (1)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436

   (2)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436

   (3)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ray)별 특성 평가 ·······················440

 3. 연구결과  고찰 ···············································································································444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444

   (1) 감마선 이용 육제품 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444



- xxxiv -

   (2) 감마선 이용 발효 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446

   (3)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452

   (4)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454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456

   (1)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456

   (2)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457

   (3)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ray)별 특성 평가 ·······················460

   (4)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 이용 식품 알 르기 방기술 개발 ·······································464

 4. 참고문헌 ·······························································································································469

제 4   방사선 조사 특수 식품의 안 성 확보/국민이해방안 마련 ··········477

 1. 서론 ········································································································································477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477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478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479

 2. 연구 내용  방법 ·············································································································480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480

   (1)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건조분말죽, 건조곡류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480

   (2)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곡류분말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485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493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494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494

   (2) RT/BT 이용 개발기술/신재품 시장 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496

 3. 연구 결과  고찰 ·············································································································522



- xxxv -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522

   (1)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건조분말죽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522

   (2)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곡류분말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536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559

   (1) 탄수화물 원식품(곡류  분류) ························································································559

   (2) 단백질 원식품(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571

   (3) 비타민 원식품(채소  과일류) ····························································································593

   (4) 방사선 조사된 특수복합식 재료의 조리과학 ․ 능  특성 ···········································617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630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630

   (2) RT/BT 이용 개발기술/신재품 시장 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716

   (3) PEST모델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송 상물 제작  방 ···································746

 4. 참고문헌 ·······························································································································747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752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752

 2. 주요연구수행 실 ············································································································754

 3. 외 기여도 ·························································································································755

  가. 기술  측면 ····································································································································755

  나. 경제․산업  측면 ························································································································756

  다. 사회·문화  측면 ···························································································································757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759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61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식품산업은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 성(safety), 편이성(convenience)과 가치(values)를 

요시하는 경향에 따라 식품의 선택기 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 성에 한 국

민  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매개 질병의 방과 생 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을 해

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장  가공기술 개발의 필요

성이 보건당국  산업계로부터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고도화  국제화 시 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해서는 원료의 안정공 , 생  생산, 효율  제조공정, 

안 장  유통을 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식품안보 측면에서 고려할 때,  세

계 식품 생산량의 1/4 정도의 거 한 물량이 부패, 해충감염, 세균과 곰팡이 오염을 조 하지 

못하여 수확 후 손실된다. 더욱이 2030년에 세계 인구는 100억명으로 증가하나 이때 상되는 

식량 증산량은 4% 수 에 머무를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에 장기 인 식량 수 책  

생화 처리는 국가 식량안보  사회 안  차원에서 매우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수확

된 식량의 장  손실을 감소시키려는 방안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 산업에서 련 제품의 생물학  해요소를 사 에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1960년 에 우주인 식품의 HACCP 로그램에 본격 도입된 이래 지 까지 어떠한 

식품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 보건 련 산업의 생화 기술보다 가장 방 하고 체계 이

며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으며, 과학 이면서도 객 으로 그 안 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황

이다(GIA, 2005). 식품의 방사선기술의 특징은 재 식품의 가공  장에 이용되고 있는 화

학약품(방부제, 훈증제 등)에 한 인체유해성  환경오염의 단 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생

인 식품 장 기술로 기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식품조사는 다양한 선량의 범 에서 몇

몇 식품에서 찰되는 특유한 방사선 분해산물(unique radiolytic products: URP)의 생성 유무

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한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WHO, FAO, 

IAEA 그리고 CI등은 1992년 제네바 회의를 통해 방사선 조사는 건강에 해로움을 래하는 식

품성분의 변화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0 kGy 이하로 조사하는 선량에서는 방사

선 조사에 의한 심각한 화학 인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화합물들이 조사식품에

서만 특이 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찰하 다. 그리고 이온화 방사선은 미생물을 사

멸시키거나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화학  변화를 미생물 내부에 일으켜서 식품내의 미생물의 

수와 종을 상당수 감소시키며, 병원균의 유독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한 10 kGy이하의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은 비조사식품과 양 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JECFI에서도 식품에 

한 10 kGy까지의 방사선 조사는 특별히 미생물학 , 양학 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식품에 조사한 경우 독성학 인 요성이 없어서 더 이상 식품에 한 독성학

인 연구가 필요 없다고 하 다. JECFI의 최종 평가에서 5,000에서 500,000회 이상의 동물실험에

서 방사선 조사된 식이와 조사되지 않은 식이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

히 방사선 식품조사는 장기간을 연장하고 유해동물이나 병원균을 불활성화 시킴으로써 보다 

안 하고 풍부한 식품의 공 을 보증할 수 있다. GMP에 규정된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한, 방사

선 조사식품은 안 하고 효과 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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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 보건 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확  용을 통

한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원의 장기 안  장을 통한 식량간 증산  가격 

안정화. 둘째, 식품  공 보건산물의 안 성 확보로 국민 질병 방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

른 국가 생산성 향상. 셋째, 화학 훈증제 사용 지에 따른 체기술. 넷째, 이용의 다양성  

완  포장 상태로 살균․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다섯째, 국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경제  측면 등이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RT)과 타 첨단기술(생명공학, BT; 

나노기술, NT 등)과의 융합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들은 국제 으로 그 독창성이 인정받

고 있고, 신기술로 개발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기술은 

세계 으로 련 산업계에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식품의 생화를 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 인 

문제 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 살균과 장기 장을 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로, 향신료의 경우, 랑스는 11 kGy의 방사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결핍환자들을 한 완  

멸균식을 해 네덜란드 당국은 75 kGy의 고선량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국을 비롯

한 여러 나라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을 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

는 군식량 이나 우주식품 등의 식품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용되어 일부 품목은 실용화되었

다. 

   상기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 으로 40여년 동안 식품  공 보건 련 산업에서 방사

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생화 연구결과는 재래 으로 이용되어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 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한 체방안으로서의 그 안 성과 경제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비록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학 , 화학 , 양학 으로 안 한 식품을 확보하여도 방

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민  이해도와 수용성이 미약하다면 가치창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 따라서 본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행 생화 

방법의 장단 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

이며 정부 계당국에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한 법  근거 마련이 필요시 된다. 한 지 까

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 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

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제품의 리  한 홍보 등

의 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공 보건 련 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

의 건 한 발 을 해 보다 극 이고 정 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 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국제 식량  공 보건제품에서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해 안

성과 안정공 에 처하고 국가 식량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공

보건산업의 안 성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

도록 방사선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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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 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특징

1. 식품․생명공학 산업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의 특성

   방사선은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α(알 ), β(베타), γ(감마)선 외에도 기계 으로 

발생되는 X선, 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자선(electrons), 원자로에서 만들 수 있는 성자선 등

이 있다. 이들  X선과 감마선은 매우 짧은 단 장이고 높은 에 지를 갖는 자 로서, X

선과 감마선보다 장이 긴 자 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microwave나 라디오/TV , 자외선, 가시 선, 외선 등이 있다(그림 1).  방사선은 물질을 

통과하면서 물질의 원자나 원자단, 분자 등을 리시켜 이온을 생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와 같은 특성 때문에 원래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라고 부르던 것을 여서 방사선이

라고 칭하고 있다. 

장 10-12 10-11 10-10 10-9 10-8 10-7 4x10-7 8x10-7 10-4 10-3 10-2 10-1 1 10 102 103 104 (m)

명

칭

그림 1. 방사선의 종류와 장

   감마선, 자선, X선, 자외선, α선, 성자선 등이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 까지 

FAO, IAEA, WHO와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 등 련 국제기구에서 밝힌 “식품  의료

제품에 안 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이들 방사선 가운데 식품  

공 보건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율은 략 감마선이 80% 이상, 자선이 20% 미만을 차지

하고 있으며, X선은 진단용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실제 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

선은 투과력이 약하여 감마선에 비해 활용범 가 소하여 곡류의 살충이나 표면살균, 의료제

품  제약 등의 일부 분야에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선은 원으로 필요할 때만 발생하

고 양도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제어, 신속․정확성, 에 지 효율성, 소비자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장 이 있어 재 선진국에서는 그 활용이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마선은 투과력

이 강하고 완제품을 포장한 상태로 연속 처리할 수 있어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

의 방지와 에 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품온상승(국제 으로 건 성이 허가된 10 kGy 조사시 물과 같은 열용량을 가진 산물에

서 약 2.4℃ 상승)에 따른 성분의 괴를 최소화하고 외 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냉온살균․

X

선

․ 

γ

선

자

외

선

단외

선

가

시

선

단

단

장

마

이

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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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방법이며, 화학 훈증제나 보존제와는 달리 유해성분의 생성이나 잔류성분이 남지 않는다는 

장 있고, 처리 시 환경조건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리방사선의 생물체나 무생물체에 한 국제단 계(SI)의 방사선 흡수선량 단 는 다음과 

같다. 어떤 물체에 한 방사선의 흡수선량의 단 는 그 이(gray, Gy)가 사용되며 1 Gy = 

100 rad(래드) = 1 Joule/kg에 해당한다. 여기서 1 rad (radiation absoption dose)는 피조사체

의 종류에 계없이 물질 1 g당 100 erg의 방사선 에 지를 흡수하 을 때를 말하며(1 rad = 

100 erg/g), 식품  의료제품의 방사선 조사에서는 조사량으로서 rad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Gy로 체되었다. 

표 1. 식품  생명공학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

방 사 선 선  원 반 감 기 이용 에 지(MeV)

γ(감마)선
Co-60 5.3년 1.17, 1.33

Cs-137 30년 0.66

자선 (electrons) 자가속기에서 발생(10 MeV 이하)

X선 기계 으로 발생(5 MeV 이하)
  

표 2. 각종 살균․멸균방법의 특징 비교

항   목 고압증기 E O 감 마 선  자 선

멸균 확실성 비교  확실
처리제품에

EO gas 침투 필수
가장 확실 비교  확실

처리 parameter 온도, 시간, 압력
온도, 습도, 시간, 
압력, EO 농도

시간 시간

공정 control 비교  용이 복잡 용이 용이

처리 시간 數分 數時間 數十秒～數時間 數秒～數分

처리 방법 batch식 batch식 연속식 연속식

처리 제품의 재질 내열성 용범  大 내방사선 내방사선

처리시 포장형태
증기투과성 

(narrow)
EO gas 투과성

(narrow), 재포장
완포장(wide) 완포장(wide)

물질투과성 구조 멸균불가 大

물질과의 작용 가스분해 히드록시에틸화 방사선 분해 방사선 분해

처리후 contol 건조/방냉공정 1주간 탈기 無 無

처리후 제품안 성
(잔류독성)

無
독성 有(출하시

EO 기 치 이하)
無 無

처리비용 가
가(고압증기보다  

고가)
최고가 고가

설비비용 가 고가 최고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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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재 이용되는 살․멸균방법들과 방사선 조사방법과의 특성  향인자를 비교한 

것으로서 방사선 살․멸균이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다.

2. 방사선 조사가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향

   식품 등 생물소재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직  혹은 간  작용에 의한 화학 인 변화, 즉 

조사분해(radiolysis)가 일어날 수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타성분이 직 작용에 의

한 향을 받거나 혹은 식품내 존재하는 수분의 조사 분해산물을 매개로 간 작용에 의한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다. 를 들면, 육류, 가 류와 같은 식품은 간 작용을 받게되고, 허 , 향신

료와 같은 건조식품의 경우는 주로 방사선에 의한 직  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다

양한 기질의 혼합물에도 용될 수 있는데, 각 구성성분이 직 작용에 의한 향을 받거나, 다

른 성분의 반응생성물에 의해 간 작용도 받게된다. 하지만 방사선 기술은 일반 으로 사용되

고 있는 열처리  기타 식품가공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식품성분의 변화가 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가. 방사선이 유기물에 미치는 향 

  (1) Water

   생물체는 생체 조직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macromolecules에서 70 - 80%의 

수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분은 생물체에서 높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 때문에 방사선 이온화의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다. 조사된 물 분자는 이온화에 의해 라디칼을 생성한

다. 이 라디칼들은 매우 강한 반응성을 갖기 때문에 물의 radiolysis 부산물에 의해 방사선 조

사의 간 작용이 일어난다. 일단 생물체나 세포가 조사에 의해 피폭되면, 기에 이온화가 물 

분자에서 일어나고 radiolysis가 발생한다. 수용액에서 화학 인 변화는 방사선에 유도된 물 분

자의 분해에 의해 시작이 된다(Stevevson, 1992). 

H2O ～→ H2O2, H2, ․OH, ․H, eaq
-
, H

+

  ※․OH, hydroxyl radical; ․H, hydrogen atom; eaq
-
,
 
hydrated electron 

   물의 radiolysis의 주된 산물은 강한 반응성을 갖는 ․OH, ․H, eaq
-
; ․OH가  산화제로 작

용하는 반면 ․H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이 라디칼들은 다시 물분자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다른 라디칼을 생성한다. 특히, ․OH는 주로 생체의 구성 물

질과의 반응을 통해 손상을 일으키는 자유 라디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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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rbohydrate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를 함유하는 당 units로 구성되어있는 분자이다. 수용액에

서 탄수화물의 방사선 조사는 복합 탄수화물 분자를 glycosidic bond의 괴에 의해 glucose, 

maltose, ribose, and mannose와 같은 더욱 단순한 형태로 분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formic acid, acetaldehyde, methanol, acetone, ethanol, and methyl formate를 

포함하는 radiolytic products를 형성한다. 분의 평균 인 polymerization의 정도는 

irradiation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고 그 결과 성이 감소한다(Damuphin, & Saint-Lebe, 

1977). 

  (3) Protein (단백질)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탄소, 수소, 산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질소와 황을 

포함하고 있다. 단백질은 20개의 amino acid로 이루어져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성 상실은 peptide bond나 1차 구조의 변화보다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수소결

합, disulfide bond, side chains의 결합의 괴 때문에 일어난다. 단백질에 한 높은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단백질의 변성과 물분자 라디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단백질 라디칼의 형성, 구

성하고 있는 amino acid subunits에 한 결합반응을 일으킨다. Oxygen free solution에서 주

요 라디칼 생성물인  eaq
-과․OH와 glycine과 alanine과 같은 기본 아미노산과의 반응은 주요 

생성물로 ammonia, keto acids와 fatty acid를 생성한다(Delincee, 1983). 

eaq
- + +NH3CH(R)COO- → NH3 + H(R)COO-

OH + 
+
NH3CH(R)COO

-
 → H2O + 

+
NH3 H(R)COO

-

   Amino group과 carbonyl group사이에 탄소원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탈아미노 반응은 일

어나지 않는다. 높은 분자량의 aliphatic α-amino acids(α-aminobutyric , valine, leucine, etc.)에

서는 환원하는 탈아미노 반응은 eaq
-
를 제거하기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더 긴

사슬의 aliphatic side chains에서는 α-carbon 치와 다른 side chain에 있는 C-H bond에 OH 

radicals의 공격이 지된다. phenylalanine, tyrosine, and histidine과 같은 unsaturated α

-amino acids에서의 side chain은 eaq
-
와 OH radical의 반응이 주요 경쟁 인 장소이다. 

cysteine과 같은 amino acid는 eaq
-와 OH radical의 반응만이 SH 기능기에서 일어난다. Amino 

acid의 side chains사이에서 방사선 조사 감수성은 다른 amino acid의 side chains보다 

histidine, tryptophan, tyrosine과 같은 방향족 타입과 cystein같은 thiol group에서 높다.

  (4) Lipid (지방)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질의 기본 형태는 glycerol 한개와 3개

의 fatty acid side chains이 ester bond로 결합되어 있는 triglyceride이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

해 지질에서의 변화는 두가지 정도를 야기시킬 수 있다. 산소 분자와의 반응을 매에 의한, 

즉, 자동산화와 높은 에 지 조사(직  혹은 간 )의 작용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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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 동안 혹은 조사 후에 산소가 존재하면 산화와 radiolysis가 둘다 일어날 것이고 정상

인 자동산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지질의 방사선 조사의 화학 인 반응은 지질의 구성

(saturated or unsaturated), 다른 물질의 존재(antioxidants, normally scavenge the free 

radicals formed)와 같은 매개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Nawar et al., 1990).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의 산화, 성지방의 지방산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감수성이 

큰 부분이다. 불포화 지방산에서, 이 결합 부분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carbonyl 부분에

서의 분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즉, 이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수소분자의 탈락과 공명구조

의 형성이 일어난다. 산소의 존재하에 자유 라디칼은 peroxide의 형성에 의해 연쇄반응을 진

시킨다. 성지방에서 발견되는 방사선 분해산물은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 원자가 n개 작은  

n-alkane과 n-alkene과 lactones, ketones, and esters를 포함하는 free fatty acid로 구성된다. 이 

자유 라디칼과 peroxide는 체내 system에서 단백질이나 다른 유기체와 반응하고 유기체의 변

성을 유도할 수 있고 metabolism의 장애를 일으킨다.

  (5) 기타 성분에 미치는 향

   수용성 비타민은 물의 이온화 산물과 반응하는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의 방사선 분

해 산물과 반응한다. Vitamin B1(thiamin)이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며, 비타민 C는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산화되어 dehydroascorbic acid로 바 지만, 체내에서 다시 환되므로 실질 인 손실

은 없다.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D는 큰 향을 받지 않는다.  

 나.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

   방사선의 생물학  작용은 세포 구성성분에 한 직 인 작용과 함께 방사선에 의한 분

해산물이 표 에 향을 주는 간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 으로 방사선에 한 가장 직

인 표 은 DNA이다. DNA에 한 방사선의 직 효과는 DNA 분자결합 자체의 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 효과는 DNA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물분자를 수소분자(H˙), 수산 

radical(OH˙), 수용성 자(es
-
)와 같은 1차 radical로 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

히 OH˙ radical은 DNA 분자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율을 차지함으로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한편, 미생물들은 DNA의 손상에 한 다양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으로 DNA 이 나선의 복구시스템이 결여된 미생물은 방사선 

감수성이 크고 방사선 항성 미생물들은 DNA의 복구능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 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생존에 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즉, 온도, 기체환경, 수분활성도, pH, 식품의 화학  성분, 미생물의 생장단계와 같은 외부환경

이 미생물 세포의 물리․화학  특성에 향을 미쳐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인자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Diehl, 1995; Swallow, 1997). 

  (1)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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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미생물의 치사범  이하인 45℃ 정도의 열처리만으로도 미생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DNA의 손상 등에 한 미생물의 복구작용이 환경온도 이

상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에서도 수 시간 이상 내열성을 갖고 방사선에 해서

도 상당한 항성을 갖는 세균의 포자를  80℃ 정도의 온도로 처리하여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

사선 항성은 격히 감소한다. 반 로 미생물의 양세포를 어는  이하의 온도에서 방사선

을 조사하면 상온에 비하여 방사선 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는  이하에서 수분활성도가 

감소하고 물의 동결에 따라 radical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림 2. 방사선 조사가 생물분자(유 자)에 미치는 향

  (2) 기체 환경

   일반 으로 무산소의 조건보다는 유산소 조건에서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살균효과는 증

가한다. 이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 미생물의 생리  사과정과 radical의 생성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무산소 상태에서는 유산소계에 비하여 미생물 양세포의 항성이 2～5의 

비율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3) 수분활성도

   미생물은 주변환경이 부분 으로, 는 체 으로 탈수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수분이 높은 

환경에서 방사선에 민감하다. 수분이 낮은 환경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물에서 생성되는 

radical의 생성율이 낮아지므로 DNA에 한 간 효과의 정도도 낮아진다. 냉동식품의 조사에

서 부분의 세균 양세포는 2배 정도로 방사선 항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Pseudomonas와 

Acinetobacter의 경우는 냉동상태에서의 방사선 항성이 6～7배 정도, 무산소 상태를 조합하면 

8～9배 정도까지도 항성이 증가하 다는 보고가 있다. 

  (4) pH  식품의 화학  조성 

   이온화 방사선의 미생물에 한 효과는 상당부분 radical에 의한 간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

므로 pH 등과 식품의 화학  조성도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요한 작용을 한다. 일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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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품의 화학  조성이 복잡할수록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부에서 생성되는 radical과의 경

쟁이 커지게 되므로 항성이 증가한다. 호기성 세균포자의 방사선 항성은 pH 5-8에서는 큰 

향을 받지 않으나 pH 5이하에서는 감응도가 증가한다. 한 보존용 염과 같이 자에 친화

성을 갖는 일부 화학첨가물들은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5) 기타

   열손상을 받은 세포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도 생존한 미생물들은 정상세포에 

비하여 환경조건에 보다 민감해진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와 미생물을 제어하는 첨가물 등을 병

용할 경우 식품의 지속 인 보존에 훨씬 유효한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식품의 보존이나 살균

을 한 방사선 에 지의 양은 같은 종의 미생물일 경우 오염된 미생물의 기농도에 의존한

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같으면 많은 수의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키기 해서는 은 수의 미생

물에 비하여 방사선의 조사선량을 높여야 한다. 

 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1) 방사선 감수성의 표시

   방사선 조사에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의 개체수를 1/10로 이는데 필요한 방사선

량(D10-value)으로 표시한다. 이 값은 아래와 같이 조사선량과 미생물 생존율의 반비례  직선

계로 나타낼 수 있다(Romero et al., 2005).

D10 =
Dose

(log N0 - log N)

   여기서 N0는 미생물의 기균수이고 N은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이다. 미생물

의 생존곡선은 shoulder를 갖게되므로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은 이 shoulder의 길이(L-

값)와 생존곡선의 지수  변화인 D10-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효하다. 때로는 log 생존곡선으로

부터 미생물의 완 사멸선량(inactivation dose)을 계산하여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 으로 

10
12

cells/g 수 의 기미생물을 완  사멸할 수 있는 방사선의 선량(12D)을 표시한다. 식품미

생물은 각 분류군에 따라, 는 같은 종일 경우라도 미생물의 생장상태에 따라 방사선에 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분류군은 원핵세포인 세균, 진핵세포인 곰팡이와 효모, 그리

고 바이러스로 별할 수 있으며 미생물의 생장상태는 양세포의 생장단계와 포자로 구분하

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으로는 고등 미생물일수록 방사선에 민감하며 포자는 양세포에 비

하여 방사선 항성이 큰 것이 보통이다. 

  (2) 식품 련 주요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 종 자체의 생리  특성과 환경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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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제 인 방사선 조사선량의 결정은 각 식품 model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식 독을  유발

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통계 으로 Salmonella, Shigella, Vibrio, Listeria, E. coli,  

Campylobacter등이 주 원인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Salmonella에 의한 

식 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일반 으로 부분의 병원성 세균은 약 5 kGy 수 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이 가능하다(WHO, 1999). 세균의 포자, 특히 Clostridium 과 Bacillus 

속의 세균 포자는 방사선, 열, 화학물질 등에 매우 높은 항성을 가지며 그  일부는 식품의 

부패에 직 으로 여하고 때로는 식품 생에도 요소가 된다. 2002년에 미국 역을 공

포로 몰아넣었던 탄 균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식육의 방사선 멸균에서 C. botulinum type A와 

B를, 어류의 방사선 살균에서는 C. botulinum type E를, 의료기기의 멸균에는 C. tetani, C. 

perfringens, C. septicum등의 완 살균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생포자의 완 살균에는 일반

으로 30 kGy 내외의 선량이 필요하다. 한편, 양세포 상태에서도 방사선에 하여 매우 높은 

항성을 갖는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세균포자와 구분하여 방사선 항성 세균이라 부

른다. 그러나 방사선 항성 세균들은 부분 비병원성이며, 다른 균주에 비해 양 요구성이 

매우 까다롭고, 열에 한 항성이 없으며, 식품 균총  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균포자에 

비하여 식품 생학  험성은 크지 않다. 가장 표 인 방사선 항성 세균인 Micrococcus 

radiodurans는 미국 Oregon주의 한 정육공장의 방사선 조사 육제품에서 분리되었고 M. 

radiophilus는 10～2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어류에서 분리되었으며 에서는 상당

히 방사선 항성을 나타내는 Pseudomonas 균주가 분리되었다. 이외에도 효모 Trichosporon 

oryzae., 가 류로부터 분리된 Pseudomonas와 Alcaligenes 등이 방사선 항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 항성 세균의 특징은 ① DNA의 방어  복구능력 ②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응하는 독특한 형태학 , 화학  특징 (다층의 세포구조 등) ③ 특징 인 에 지 달기작 ④ 

색소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DNA에 한 내용은 DNA가 방사선의 가장 요한 target

이라는 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색소의 형성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 방사선 항성 세균의 방사선 항성에 한 메카니즘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곰팡

이의 균사는 연결된 다핵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D10 값을 설정하기가 어렵

고 부분 포자상태의 D10 값을 비교한다. 곰팡이도 세균과 마찬가지로 조사 후의 식품의 화학

성분이나 환경요소, 곰팡이의 생장상태 등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다. 일반 으로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은 세균의 양세포의 수 이다.  곰팡이는 특히 곡류 등의 보존에서 곰팡이독을 

형성하는 곰팡이의 살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심을 끈다. 곰팡이독을 형성하

는 표 인 미생물군인 Aspergillus와 Penicillium속 곰팡이들의 감마선에 한 D10 값은 0.2～

0.4 kGy 범 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비교  쉽게 살균할 수 있는 수 이다. 일반 으로 식

품의 발효나 부패에 여하는 Saccharomyces, Candida 등의 효모는 0.3 kGy 내외의 D10 값을 가

지나 Trichosporon 등과 같이 1.2～1.6 kGy의 D10 값을 갖는 방사선 항성 효모도 찰된다.

   바이러스는 식품의 부패와는 유의성있는 연 계가 없어 최근까지도 식품보존의 에서

는 논의의 주요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 는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 생 에서의 바이러스 제어가 심을 끌게 되었다. 방사선 식품 조사에 있어 바이러

스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60년  반부터이며 이후의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는 바이러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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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은 비교  높은 편이며 바이

러스 그룹간의 방사선 항성도 차이가 크다. 일반 으로 한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는 

두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보다 10배정도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고, 큰 genome을 갖는 것

은 작은 genome을 갖는 것보다 감수성이 5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Bacteriophage T7은 0.4-6.4% 

범 의 nutrient broth 농도에서 항성이 10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식품 생산물 의 바이

러스는 통 인 가열공정에 의해 비교  쉽게 불활성화 되므로 가열공정처리와 방사선 조사

의 병용처리 등이 권장되고 있다. 

 라.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 살균의 구분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기존의 살균 기술에 비하여 식품고유의 특성변화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조사선량, 식품의 종류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품질변화가 수반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제어하고자하는 상 미생물, 제어 수 , 식품의 특성 등에 따라 

조사선량을 조 하여야 한다. 방사선에 의한 식품 내 미생물 살균은 그 목 에 따라 ① 방사선 

완 살균(Radappertization), ②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③ 방사선 부분살균

(Radurization)으로 구분한다. 각 살균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Dickson, 2001). 

  (1) 방사선 완 살균(Radappertization) 

   Bacillus속  Clostridium속 등의 내생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완  살균하는 처리로서 30～50 kGy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 통조림 식품과 병원 환자용 

무균식품, 우주인 식품, 특수 스포츠 식품, 실험동물용 무균사료(SPF 는 Germ-free 사료 등), 

의약품, 의료용품  식품의 포장재료 등의 살균에 용된다. 

  (2)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식품에 오염된 식 독균, 경구 염병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1.0～10 kGy 조사선량 범

로서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생화를 목 으로 실시되며 세계 으로 실용화가 가장 활발

한 이다.

  (3) 방사선 부분살균(Radurization)

   방사선에 의해 상 식품의 일반 오염미생물의 생균수를 감소시켜 보존기간 는 냉장기간

을 연장시키는 처리로서 0.5～10 kGy 정도의 방사선 조사선량이 요구된다.  

3.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활용분야

   식품산업에서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병원성 미생물  유해 생물의 사멸에 의한 생화, 식

량자원의 장기보존  손실방지, 그리고 국가 간 식량교역에 따른 검역 리기술로써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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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식품에 한 조사선량 범 와 주요 사용 목 을 표 3에 정리하 다. 

표 3. 주요 식품군의 방사선 조사 목   유효선량

주요 식품군 조사선량(kGy) 주요 목   효과

육류, 가 육, 어패류, 채소 

 기타 신선식품을 이용한 

특수 양식품, 무균식품 등

20-70
상업  완 살균

멸균처리 후 상온 보존 

향신료 8-30
미생물의 유효한 감균  곤충사멸

화학살균 살충의 체

육류, 가 육, 어패류 1-10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부패 방지

딸기 등 과채 1-4 곰팡이의 제거로 보존성 연장

곡류, 과일, 야채 0.1-1 해충의 제거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등 0.25-0.35 숙성의 지연

돼지고기 0.08-0.15 선모충의 제거

감자, 양 , 마늘 0.05-0.15 발아의 억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기연구는 주로 ① 농산물의 발아, 발근 억제(Inhibition of 

sprouting), ② 농산물의 해충구제(Insect disinfestation), ③ 농․축산물의 기생충 사멸 (Parasite 

disinfection), ④ 농산물의 숙도조  (Delay of physiological process), ⑤ 장수명 연장 

(Extension of shelf-life) 등 농산물의 보존과 국제교역에서의 안 성 확보를 목 으로 이루어졌

다(Revathy Baskaran et al., 2007). 아래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생화와 련하여 미

생물에 한 방사선의 작용기작,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등을 살펴본다. 

 가. 식자재의 장 안정성 확보

   식량자원은 수확 후 장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년간 10%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직  증산방법에 의한 식량증가율은 년간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FAO  WHO 등 

국제기구들은 약 20% 정도의 식량자원을 간 증산 시킬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을 식량의 장기 

안 장방법으로 극 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식 독 방

   방사선 조사기술은 자선 혹은 감마선을 식품에 쪼여 장균 O157:H7, 살모넬라, 황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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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 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식 독 방기술로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농무부(USDA)는 식 독 사고를 원천 쇄하기 

해 2003년 5월 국립학교 심 식 로그램에 방사선 조사된 쇠고기(햄버거 포함)의 공 을 

승인, 2004년 1월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햄버거를 식으로 공 하고 있으

며, 본 연구 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용된 새로운 형태의 단체 식 리체제인 ‘RT-HACCP 

(Radiation Technology based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방사선 조사기술 기반 

해요소 리)’ 구축을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다. 식품 가공공정 개선/신소재 개발

   방사선 기술은 천연 식품자원의 산업  활용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식품가공  공정 개

선 기술로도 활용된다. 식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 식품자원은 생리활성 등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품 첨가시 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색, 무미, 무취의 상태로 정

제하는 공정이 가장 요한 요소인데, 일부 천연 식품자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산업  이용

이 제한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천연화합물의 생리활성을 그 로 유지시키면서 불필요한 

색소  잔류농약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고농도의 천연화합물을 제조하는 가공

기술로서 이용되고 있다.

 라. 식품교역에서 선진 검역처리기술

   최근 국가간 농산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처리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까지 농산물의 검역처리를 해 사용되고 있는 화학 훈증 처리 방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 으로 차 사용이 지되고 있다. 즉, 기존

에 이용되고 있는 훈증 방법에 의해서 식품에 오염된 곤충이나 해충의 알(卵)을 괴 시킬 수

는 있으나 제품을 멸균시킬 수는 없다. 통 으로 사용되고 있는 훈증방법에서는 ethylene 

oxide와 methyle bromide를 사용하는 것이며, ethylene oxide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고 

methyl bromide는 ozone을 괴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나의 훈증방법으로서 sulfur 

dioxide (SO2) gas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아직도 시험 평가 이다. 이와 같은 훈증 방

법 사용에 따라 상되는 건강장해는 체 기술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Methyl 

bromide에 의한 훈증방법은 2005년부터 사용이 지되고(국내의 경우 2015년부터), ethylene 

oxide는 1991년에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지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검토 이다. 방사선 기

술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무역기구(WTO) 등

의 국제기구  국제학회들을 통해 안 성이 입증되어 이러한 화학  보존제  훈증제 등을 

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기술로서 극 권장되고 있다.  

 마. 식품 유해물질 제거기술

   방사선 기술의 산업  이용 활성화를 한 새로운 시도로 물리  에 지인 방사선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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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을 융합하여 식품내 알 르기 유발물질  독성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자민류, 바이오제닉 

아민류, 고시폴, 에틸 카바마이트 등을 제거하는 기술을 세계 최 로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통

해 방사선이 식품에 자연 으로 존재하는 알 르기 유발물질과 식품의 가공  장  생성

될 수 있는 독성물질은 방사선에 의해 제거됨이 과학 으로 증명되었고 방사선 식품이용의 일

차  목 인 식 독미생물의 사멸과 함께 부차 으로 화학  안 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4. 방사선 조사식품의 해성에 한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발아의 방지나 식 독균의 살균을 해 방사선 에 지로 처리된 식품을 

말하며, 방사능 오염식품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때 생성되는 방사

선 분해산물(radiolytic products)은 40년간 민감한 검사방법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험하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FDA는 검출되지 않은 radiolytic products의 양은 식품을 

1 kGy로 조사할 때 식품 1 kg당 3 mg 이내로 radiolytic products의 안 성에 해 까다로운 

평가를 실시하 으나 유해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 다.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에서는 1964년, 1969년 그리고 1976년에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회의에서 각 국가 문기 에서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에는 독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981년 FAO/IAEA/WHO의 회의에서도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을 재확인하 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수행한 로젝트에서도 방사선 조사식

품에 의한 독성물질의 생성이나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증거도 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

으며, 1992년 방사선 조사에 한 문 원회는 1980년 이후에 발표된 자료와 문헌들을 평가하

여 이 의 결과를 재확인하 다. 1994년 WHO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독성학  연구들을 재검토하 으나 많은 연구들이 10 kGy까지는 어떠한 독성학  증거가 나

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7년 WHO/FAO/IAEA에 의해 결성된 문가 모임에서도 

고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의 안 성에 해 10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독성학 인 에서 

볼 때 인체에 해를 만한 식품조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 다. 

   한편 Delience 등(1998)과 Knorr 등(1999)은 방사선 조사시 2-Dodecyclobutanone (2-DCB)이 

생성되며 그 유해성을 보고하 으나, 이들 연구에서 쥐의 장세포에 손상이 나타난 것은 

2-DCB의 과량투여에 기인한 것으로 이 양은 실제 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섭취할 때 통상

으로 섭취할 수 없는 과량이었다. 이 논란에 해 CODEX에서는 과학 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2-DCB가 공  보건상 해가 없다고 밝혔다.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방사선 분해산물의 해성

   방사선 분해물질(radiolytic products)의 특성은 조사된 식품의 구성성분에 크게 의존하며 

부분의 방사선 분해물질은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부터 생성된다. 방사선 분해산물은 포도

당, 포름산(formic acid),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들은 열처리 과정

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며 식품에 자연 으로 존재한다. 물이 주요 구성성분인 식품에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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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의해 물이 이온화되어 free hydroxy radical들과 hydrated electron이 생성되게 된다. 

일반 으로 자유라디칼이 형성된 후 서로 반응하거나 식품 구성성분과 반응해서 반응성이 없

는 안정된 물질을 만든다. 따라서 식품이 소비자에게 달될 때는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자유

라디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유라디칼은 일반 으로 반응성이 매우 크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안정한 물질로 환된다. 액체가 존재할 때( : 타

액) 자유라디칼은 서로 반응하여 없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라디

칼이 식품에 그 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며, 미량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섭취할 때 액체나 타

액 등에 없어지므로 식품 안 성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독일 Karlsruhe에 있는 

Federal Research Centre에서 수행된 장기간의 실험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45 kGy

로 조사된 매우 건조한 분유를 동물들에게 먹 으나 동물들에게 어떠한 돌연변이나 종양도 발

생하지 않았다. 이 시험에서는 9세 에 걸쳐 이러한 사료를 쥐에게 공 하여 사육하 으나 어

떠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함으로써 방사선 조사 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식

품의 안 성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 다.  

 나. FDA의 안 성 평가

  (1) 아만성 독성시험

   미국 FDA에서는 26건의 Rat를 사용한 아만성 독성평가가 이 졌다. 이 실험에서는 0.1～

55.8 kGy로 조사된 양 , 생선, 돈육, 빵, 콩, 과실, 감자, 새우, 우육, 베이컨, 버섯 등의 식품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부분의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의 향은 찰되지 않아 조사식품을 섭취

함에 따른 독성학 인 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Brin 등(1961)의 시험에서 55.8 kGy

의 선량으로 조사한 돈육을 rat에 84일간 투여하 을 때, 장 alanine aminotransferase 

(plasma transaminase)와 체 의 감소가 찰되었다. 하지만 이는 피리독신의 감소로 인한 결

과로 추정하 으며, FDA는 이 연구가 향학 인 실험으로 독성학 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단하 다. 한편, 개를 사용한 시험에서 개에게 투여한 55.8 kGy로 조사된 우육  0.07 kGy로 

조사된 우육과 양고기는 어떠한 악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2) 번식 시험  체 기형성 시험

   Rat와 마우스를 사용한 번식시험에서는 55.8 kGy로 조사한 돈육  59 kGy로 조사한 계육

이 사용되었으나, 이들 시험에서는 조사에 의한 향은 찰되지 않았다. 56 kGy로 조사한 우

육을 개에게 투여한 시험이 2건 있었으며, 이들 모두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악 향은 찰

되지 않았다. 45 kGy로 조사한 계육을 햄스터와 토끼에 투여한 시험들이 이 졌으나 방사선 

조사에 한 향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3) 만성 독성시험

   Rat를 사용하여 만성 독성시험이 실시된 결과 극단 인 고선량이 조사된 식품군이 투여되

었음에도 방사선 조사와 련된 종양의 증가는 찰되지 않았다. 이와 련하여 3건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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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으나, 27.9～55.8 kGy의 방사선 조사는 어떠한 나쁜 향도 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 베이컨, 햄, 생선을 혼합해서 55.8 kGy로 조사한 Read(1961)의 연구에서 제 3세

에서 체  증가율의 하가 찰되었다. 제 2세 와 제 3세  부모의 2회째 번식에서 새끼의 

체 이 유의 으로 하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스에 해 18건의 만성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한 나쁜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역시 55.8 kGy로 조사된 베이컨, 베이컨 지방  7 kGy로 조사된 

계육을 마우스에 일생동안 각각 투여하 으나 어떠한 악 향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Monsen (1960)은 55.8 kGy로 조사된 돈육, 계육을 기 로 한 조사식품을 사료로 사용하

여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심장에 심이의 확장을 일으킨다고 지 하 으나, Monsen의 연구실에

서 Thompson(1963)이 동일 계통의 마우스 약 5,000마리를 사용해 규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80만개 이상의 심장 편을 상세히 조직병리학 으로 조사해본 결과 보고된 장해를  찰

하지 못하 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가 심장장해의 원인이 아님이 명확히 밝 지게 되었다. 

부분의 경우에 고선량으로 조사한 축산식품이 일생동안 는 작게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동

물들에게 투여되었다. 그 결과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어떠한 악 향도 찰되지 않

았으며 이는 동물에 해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축산식품을 섭취시켜도 나쁜 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 다. 

 

 다. 사람을 상으로 한 안 성 시험

   사람에 한 안 성 평가시험은 철 한 계획과 리 아래에서 이루어 졌다. 건강한 지원자

에 해 35종의 방사선 조사식품이 제공되었고(Anon, 1987, Shao and Feng, 1988), 조군에 

해서는 비조사된 동일한 식품이 공 되었다. 제공된 식품은 곡물(2건), 콩  그 조제품(10

건), 야채, 과실(20건), 식육, 생선, 계란, 계육(30건), 조미료(10건) 다. 방사선 조사선량은 육류

는 8 kGy, 그 외의 식품은 1～1.5 kGy로 조사되었고, 하루 평균섭취량은 육류 40 g, 야채와 과

일류가 300 g, 곡류가 470 g으로 체식사의 60.3%를 차지하 다. 남성 36명, 여성 34명의 의

생으로 구성된 인원이 조사식품군과 조군으로 무작 하게 분류되어 90일간의 시험이 이

졌다. 시험 결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일상생활, 학습, 운동에 어떠한 악 향을 미치지 않았고, 

건강진단에서도 조사식품을 90일간 섭취함에 따른 향이 인지되지 않았으며, polypoid 발생률 

모두 정상범 다고 발표하 다. 한편 미 육군에게 고선량(25-40 kGy)으로 조사된 54종의 식

품을 은 지원자들에게 섭취하게 한 후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섭취에 따른 독성학 인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 52개국에서 방사선조사식품이 상업 으로 이용  매되고 있

으며, “더 이상의 human test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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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외 산업 동향

1.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 황

 가. 국제  식품조사 활용 분야 변천 과정

   ○ 1960년  : 군 비축식량  우주개발 계획 우주인 식사 로그램에 이용 

   ○ 1970년  : 농산물 장 목 으로 감자, 양  등 구근류의 발아억제, 과실  버섯의 숙

도 지연 등에 활용 ⇒ 국내에서 물류비 부담 등으로 농․수․축산물 산지의 

냉장․냉동 시설보다 활성화 안됨

   ○ 1980년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균성 식 독 방지 분야로 활용 권고⇒향신료  가

공식품류에 한 살균  살충 처리에 이용 

   ○ 1990년  : 유엔의 국제 환경 원회(UNEP)에서 화학약품(methyl bromide, ethylene 

oxide 등) 체기술로 활용 권장 

   ○ 2000년  : WTO 체제의 자유무역체제에서 식물 생검역 조치의 용에 한 일반 정

(SPS)과 무역에 한 기술  장해에 한 정(TBT)에 의해 정부 주도하에 

식품조사 이용  보 에 력 ⇒ 미국 FDA  농무성(클린턴 행정부, 2000

년 2월 시행) : 수출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육류  부산물에 감마선 조

사 기술 도입 결정

   상기와 같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은 지난 50여년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로 체계

인 연구가 추진되어 FAO/WHO/IAEA에서는 10 kGy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의 안 성을 

인정하 고(표 4),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식품에 한 안 성과 건 성에 한 기술보고서

를 각 국에 배포한 바 있다. 식품의 방사선조사 황을 보면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

서 약 250여종의 식품군에 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상 식품은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 류 등이다(표 5). 

 

표 4.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지지 는 권고하는 국제기구  단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미국농무성(USDA)

미국식품의약국(USFDA)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식품안 센터(NCFS)

미국공 보건국(USPHS)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농학기술회의(CAST)

미국의학 회(AMA)

미국수의학 회(AVMA)

미국육류학회(AMI)

미국 양사 회(ADA)

식품공학자연구소(IFT)

Kiplinger Agricultural Letter(KAL)

하버드보건 터(HHL)

Mayo 클리닉보건 터(MCHL)

Preventio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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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품조사 허가국가  목 별 허가품목수 

허 가 국 목 별 허가품목 허 가 국 목 별 허가품목

아르헨티나 13 멕   시  코 102

방 라데시 21 네 델 란 드 19

벨  기  에 11 노 르 웨 이 3

  라  질 27  키 스 탄 87

이  집  트 4 필   리  핀 3

캐  나  다 7 폴   란  드 5

칠      20 남아 리카공화국 89

      국 23 스   페  인 2

쿠      바 18 시   리  아 20

체      코 2 태       국 25

덴  마  크 2 터  어   키 92

핀  란  드 2        국 43

  랑  스 41 우 루 과 이 1

헝  가  리 13 미       국 55

인      도 23 배   트  남 8

인도네시아 22 유       고 23

이      란 1 일       본 1

이 스 라 엘 47 한       국 26

이 탈 리 아 6 러시아연방 52

코스타리카 12 우쿠라이나 47

크로아티아 72 가      나 172

WHO/FAO/IAEA, CODEX 모든 식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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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 조사시설 황

   2005년 재 250여종의 식품에 하여 세계 52개국에서 234기의 식품  공 보건산물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상업 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계속 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표 6).

표 6. 세계 으로 가동 인 감마선 조사시설

국가명 시설

국 54

국 7

라질
★

4

덴마크 3

카나다 3

호주 2

벨기에 2

칠 1

불가리아 1

체코 1

방 라데시 1

이집트 1

크로아티아 1

오스트리아 1

아르헨티나 1

국가명 시설

일본★★ 14

독일 11

랑스 6

이탈리아 6

말 이시아 5

인도 4

아일랜드 4

인도네시아 2

이스라엘 2

헝가리 2

한국
★

2(1)

멕시코 2

네덜란드 1

그리스 1

이란 1

국가명 시설

미국 55

러시아 7

남아 리카 5

스웨덴 3

스리랑카 2

스 스 2

태국 2

싱가포르 2

스코틀랜드 1

사우디아라비아 1

노르웨이 1

키스탄 1

스페인 1

페루 1

만 1

※ ★ 는 감마선 조사시설 1기,  ★★ 는  2기 추가 공사

※ 본 자료는 1998년 5월 카나다 Nordion Co. 제공된 자료로 IAEA 미보고 업체는 락됨.

 나.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제  평가

    세계 으로 52 개국에서 식품에 방사선조사를 승인하고 있으며, 30 개국에서 방사선 조

사식품이 매되고 있다(FAO/IAEA/WHO, 1999). 방사선 조사는 1921년 미국에서 육류의 기

생충 사멸을 목 으로 최  사용된 이래 조사식품의 건 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육류 등 식육제품의 경우 여러 종류의 병원균으로 오염되어 있다. 부패균뿐만 아

니라 병원성 세균도 이온화 방사선으로 사멸할 수 있어 생 으로 안 하게 장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다. 25 - 45 kGy의 고선량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를 완 히 제거하여 멸균시킬 

수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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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리되어야 한다. 한 선모충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기생충 유충의 

경우에는 0.3 kGy의 선량으로 비 염성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을 돼지고기에 처리하

여 선모충에 안 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의 무역 회와 정부부서에 의해 증명

되었다. 그리고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돼지고기 충에 의해 유발되는 Cysticercosis와 

Toxoplasma gondii에 의한 Toxoplasmosis에 의한 험을 없앨 수 있다. 1961년 벨기에 뤼셀에

서 WHO, FAO, IAEA가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 성에 한 과학  연구결과를 평가

하기 한 최 의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식품조사공동 문 원회(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Irradiation, JECFI)를 설치하 다. 1970년에는 WHO 주도로 FAO, IAEA  OECD가 방

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를 해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국제과제를 신설하 으며, 24개국

이 본 과제에 참여하여 12년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식품에 방사선조사로 인한 발암성 물질이

나 기타 독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1980년 스 스 제네바에서 JECFI는 과거 

40년 동안  세계 으로 수행된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 성/안 성 시험에 한 결과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10 kGy 이하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  장

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학   미생물학 인 측면

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 다. 1982년에는 FAO  WHO의 요구에 의해 식품미

생물국제 원회  국제미생물학회의 식품미생물국제연맹은 방사선 식품조사의 안 성에 한 

증거를 재확인하 으며, 동 원회는 JECFI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방사선 식품조사는 건강에 

하여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983년에는 FAO/WHO의 공동규격 원회

에서 JECFI의 추천내용을 일반규격기 의 방사선 조사식품 규격으로 채택하 고,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설 운 지침으로 발표하 다. 1984년에는 20개국 이상이 FAO, WHO, IAEA 

후원 하에 식품조사 국제규격기구를 조직하여 국제교역, 경제, 법제화, 규격  홍보에 한 사

항을 다루기도 하 다. 1988년에는 스 스 제네바에서 FAO, WHO, IAEA  국제교역센터 

UNCTAD/GATT 공동으로 개최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수용성, 규제  교역에 한 국제

회의에 약 80여 개국의 표가 참석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소비자  교역의 망에 

한 결의문을 채택하 다. 1992년 WHO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재평가하면서 식품제

조 기 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면 양학 으로나 미생물학 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 다. 그리고 안 한 식품의 조리를 한 WHO의 황 률(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이온화 방사선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

된 가 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발표하 다(WHO, 1992). 1997년에는 FAO/IAEA/WHO 합동회

의로 열린 고선량(10～70 kGy)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문가 연구회의에서 기존 허용 기

보다 10배 이상 높여도 아무런 건강상의 험은 없으며, 특히 불을 무 가하면 타서 못 먹

게 되는 것처럼 감마선도 과량 조사하면 유해물질이 생성되기 이 에 맛과 품질이 변하므로 

최 선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국에 이 사실을 WHO press로 발표하 다

(WHO, 1981). 1998년 서울에서 IAEA/WHO 주 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법규와 차의 

조화를 한 워크 을 개최하고, 조사식품의 무역을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법률 

조화를 합의하 으며, 1999년에는 FAO/IAEA/WHO 문가 합동으로 10 kGy이상 고 선량 조

사식품의 안 성과 건 성에 한 기술보고서를 각국의 정부기 에 배포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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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주요 국가별 견해

  (1) 미국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미국에서 1963년에 제한된 범 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으며, 1970년 

FDA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기 을 검토, 평가, 권장하기 한 원회를 설치하

다. 1986년에는 과일과 채소의 성장과 성숙방지, 해충 사멸 등을 해 방사선 조사를 1 kGy까

지 허용한다는 법안을 FDA가 연방 보에 제시하 다. USDA 식품안 검사부에서는 1992년 10

월에 식인성 질병 방을 해 가 육에 해 1.5～3 kGy의 상업 인 조사를 허가하 다. 1992

년 1월부터 로리다 주에서는 양 , 딸기, 오 지 그리고 버섯 등의 농산물에 해 상업 인 

조사를 허가하 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 가 육에 한 방사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FDA는 병원성 장균인 O157:H7의 살균을 해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

기 등에 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다. 식 독은 미국에서 해마다 공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며, 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는 육류, 가 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식 독

을 방하기 해 방사선 조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2007년 4월 미국 FDA는 방사선 조사의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해 “irradiated"라는 표 을 ”pasteurized"로 변경하는 법안이 상정되

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조사식품의 실용화가 더욱 확 될 것으로 기 된다(FDA, 

2007).

  (2) 국

   1980년 JECFI는 10 kGy 이하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학   미생물학 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 다. 한 Codex Alimentarius 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의 승인에 따라 1982년에 Advisory Committee on Irradiated and Novel 

Foods (ACINF)가 설립되었다. ACINF는 소매 에서 식품이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표시를 필요

로 한다는 과학 이거나 공  생  이유는 없다는 견해를 취하 다. 그러나 원회는 소비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선 조사된 원료가 포함된 혼합식품에 

해 구체 인 용어로 그 처리에 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 다. 1991년 1월 식품안 법(Food 

Safety Act)이 시행되면서 식품방사선조사에 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식품규정(Food 

Regulation 1990)은 처리시설에 한 엄격한 허가 리를 조건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승인하

다. 한 소비자에게 매하는 식품에 해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 다. 이러한 

표시는 조사처리되지 않은 식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된 원료에도 용되며, 방사선 조사되

었음(irradiated) 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되었음(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도록 하 다.

  (3) 랑스

   랑스는 식품의 방사선조사를 상업 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국가  하나이다. 랑스 정

부는 기에 식품의 방사선조사에 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제안하 다. 식품방사선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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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허가를 하기 에 장기간 동물 식 연구, 양학  평가, 능  특성에 한 방사선조사 

처리의 효과, 기술  속성, 포장재료 등에 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당국에 의해 요

구되었다. 1970년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표기에 한 법령에서 irradié(방사선 조사되었음) 

는 traité par irradiation(방사선조사로 처리되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991년 법령에 의하면 traité par ionisation(이온화로 처리되었음) 는 traité par 

rayonnements ionisation(이온화조사 처리되었음)이라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 다. 1972년에는 

감자에 해 0.75～150 Gy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 으며 그 후 5년에 걸쳐 발아억제를 해 

양 , 마늘, 골 류에 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 다. 그리고 JECFI의 1980년 발표 후에 더 많

은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 다.   

2. 국내외 산업이용 황

 가. 국내 황

   1966년 방사선 농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마늘, 딸기, 사과, 김치, 고구마 등의 신선도  

장기간 연장을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1970년  반에는 , 양 , 육류, 토

마토 등에 한 감마선의 응용연구가 수행되다가 일시 단된 이후, 1980년 부터는 한국원자

력연구소가 주 이 되어 련학계와 공동으로 감마선 조사목 별로 발아억제식품에서부터 육

가공제품의 살균, 생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수축산식품의 산업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Ready-to-eat 식품의 생화, 발효식품의 장  염화, 특수

식품의 제조, 기능성 소재의 개발, 화학독성물질의 감화 분야의 연구가 범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기 한 교육 로그램 제작  홍보 분야에

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Oh, 2004).

   산업  이용은 1987년 경기도 여주에 상업  다목  감마선 조사처리 시설이 공되어 재 

가동 이다.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 으로 할 때, 50톤/일이며 향신료 등이 국내

시 용  원료용으로, 기타 다양한 식품  식품원료가 수출목 으로 방사선 처리되고 있다

(KAERI, 2002). 

       

   ○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

   ○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 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

건복지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약 60여종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하여 국내

에서 실용화  산업화 확 에 필수 인 기반을 확립하 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97～’0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국내 제2의 방사선 조사

시설의 건설('02. 6. 7.)되어 운  에 있음

   ○ 재 국내 식품법(식품공 )에는 식품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를 감마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식품 특성  목 을 고려하여 자선, X-선 등의 다양한 방사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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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고려되어야 함.

   ○ 자선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연구용 자선 조사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단편 으로 수

행되어 왔고, 보단계의 연구 수 에 있음

   ○ ‘07년 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에 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의 문연구기 으

로서 식품산업의 가공공정 개선과 문제핵심분야의 체기술 개발로 조사식품의 품목/실

용화 확  연구가 수행 에 있음

 나. 주요 국가별 황

  (1) 국 

   허   향신료에 한 EO gas 처리 허용기간을 1991년 1월 1일로 종료시키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과실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료, 조미류, 생선, 어패류,  닭고기를 허용

선량까지 감마선 조사 허가하 다.

  (2) 미국

   농무성(USDA) 식품안 검사부(FSIS)에서는 가 육에 하여 식인성 질병 방을 하여 1.5 

kGy～3 kGy의 상업  조사를 승인(1992년 10월 21일)하 다. 로리다주의 식품조사시설에서

는 1992년 1월부터 양 , 토마토, 딸기, 오 지, 쥬스,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상으로 상업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는 가

육에 한 상업 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 조사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매되고 있다. 미국

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식품첨가물  4만톤 이상이 매년 감마선 조사되고 있다(L.A. Times 

'98. 3. 15). 클린턴 통령의 식품질병 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

을 살균하기 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

하 고(‘97. 12. 2,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에 잔존하는 미생물

을 박멸하기 해 감마선 조사를 승인하 다(‘99. 12. 23; 02. 2, 시행). 미농무성은 2004년부터 

미국내 모든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다. 2005년 생굴 등 어패류에 한 방사선 조사 승인, 2006년 인도산 망고 등의 방사

선 조사 검역 승인, 2007년 조사식품 표시문구 개정 등 조사식품의 실용화가 빠르게 진행 이

다(FDA, 2007).

  (3) 일본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한 

단체 식  외식산업증가로 인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 독 발생과 장균 O-157의 발생으

로 인해 재 일부 식품에 하여 감마선 조사에 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다.   

  (4) 국

   국의 경우 IAEA에 공식보고된 감마선 조사시설은 11개소이지만 실제 성(省) 단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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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는 30만 큐리(Ci) 용량의 감마선 조사시설은 48개소(95년 재)이며 30만큐리 이하의 시설

까지 합하면 154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ICGFI, 1994). 조사처리량은 149,000톤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국제교역량은 수 십만톤에 이르고 있다고 단되며, 국제 으로 

외 인 공개를 꺼리므로 정확한 국 인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5) 러시아

   매년 약 400,000톤 이상의 곡류가 조사 처리되고 있다.

  (6) 랑스

   약 7만톤 정도의 가 육이 매년 처리되고 있으며 그밖에 개구리다리, 치즈, 청, 향신료 등

이 량 처리되고 있다.

  (7)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Directive 1999/2/EC」에 의해 2002년 5월 28일에 Fleurus에 IBA Mediris 

S.A. 조사공장이 승인되었다. 

  (8) 독일

   Gamma Service Produktbestrahlung GmbH, Radeberg. 독일에서는 2002년 Bundesland 

Sachsen의 담당 청이 검사한 결과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련 규정인 「Directive 1999/2/E

C」의 요구조건이 수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Isotron Deutschland GmbH, Allershausen. 

Bundesland Bayern의 담당 청에 의한 검사는 2002년 12월 26일 수행되었다. 

  (9)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2002년에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DVFA)이 「Directive 

1992/2/EC」의 7조 2항에 따라 마른 향신허 와 향신료의 조사를 한 LR Plast의 조사시설

을 승인하 다.

  (10) 네덜란드

   2개의 조사시설에서 향신료, 허 , 건야채, 건과일류, 가 류(냉동), 새우(냉동) 등 약 7,100 

여 톤이 방사선 조사 처리되어 소비되었다.  

  (11) 기타

   우크라이나, 태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톤의 곡류  향신료가 감

마선 는 자선으로 살충 는 살균목 으로 조사처리되고 있다.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요국가는 남아 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

식자료에 의하면  세계 으로 매년 50만톤 이상의 식품이 조사처리되고 있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된 바 있으나 재 미보고된 국가나 업체들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수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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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 청정국가인 호주는 자국내 동식물의 안  검역을 해 방사

선 조사기술을 면 수용하 다(‘02. 2.).

3. 방사선 조사식품의 규정  리 

 가. 방사선 조사식품 련 국제 규정의 발

 
   ○ 1980년 FAO/WHO/IAEA 식품조사공동 문 원회(JECFI), 스 스 제네바

      - 평균 10 kGy까지 방사선 조사를 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  장애를  일으키지 않

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학   미생물학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다는 발표 

   ○ 1983년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130개국 참가

      -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선 처리시설의 운용에 한 국제 권장 규정을 제시하기 한 

Codex식품규격(CGS)을 채택

      - 1984년 Codex식품규격 원회는 모든 회원국가에 해 이 규정이 허용되도록 추천

   ○ 1997년 9월 15일-20일 FAO/IAEA/WHO Joint Study Group Meeting on High-Dose 

Irradiation (Wholesomeness of Food Irradiation with Doses Above 10kGy, 스 스 제

네바

      - 10kGy이상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한 화학 , 독성학 , 양학  그리고 

미생물학  연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10 kGy 이상이라도 한 조건하에서 방사선 

조사한 식품은 안 하고 양학 으로 합하다고 결론을 내림

      - 행 Codex식품규격 원회의 규정을 수정하여 최 선량의 제한이 없이 식품을 방사선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함(가열이나 냉동공정을 사용할 때 최  는 최소 한계 이 없

음)

   ○ 1998년 4월 27-29일 IAEA/FAO/ICGFI Regional Workshop on Harmonized Procedures 

and Regulations on Irradiated Food, 서울

      - 아․태지역 13개국 식품법 련 공무원  방사선조사기술 문가 회의

      - 지역 내 방사선조사식품의 교역에 수반되는 련법규와 검역 차의 조정

   상기와 같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은 지난 50여 년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로 체계

인 연구가 추진되어 FAO/WHO/IAEA에서는 10 kGy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의 안 성을 

인정하 고,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식품에 한 안 성과 건 성에 한 기술보고서를 각 

국에 배포한 바 있다. 식품의 방사선조사 황을 보면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서 약 

230여종의 식품군에 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상 식품은 향신

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 류 등이다. 이상의 결론과 더불어 Codex 식품규격 원회에서는 방

사선 조사식품에 한 Codex 일반규격  운 규정을 채택하고 각 국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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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WHO/FAO/IAEA  Codex의 식품 방사선 조사 국제  합의 규격

식품군 방사선조사 목
기술  선량범

(kGy)

(min) (max)
식품군 1: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물
장  발아억제 0.05 0.2

식품군 2: 

  생과일  신선야채류

a)숙도지연

b)해충구제

c) 장성 연장

d)검역 리*

0.3

0.3

1.0

0.15

1.0

1.0

2.5

1.0

식품군 3: 

  곡류  그 분말류, 건과류,

  유지종자, 두류, 건조과일

a)해충구제

b)미생물 감균

c)발아억제(밤)

0.3

1.5

0.1

1.0

5.0

2.0

식품군 4: 

  어류, 해산물, 개구리다리, 민물  육

상무척추동물

  (신선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 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 리**

1.0

1.0

0.1

7.0

3.0

2.0

식품군 5: 

  가 육과 색육  그 육제품

  (신선 는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 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 리**

1.0

1.0

0.5

7.0

3.0

2.0

식품군 6: 

  건조채소류, 향신료, 양념류, 

  동물사료, 건약재 는 약용차

a)병원성미생물 감균**

b)해충구제

2.0

0.3

10.0

1.0

식품군 7: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a)해충구제

b)곰팡이 억제

c)병원성미생물 감소

0.3

1.0

2.0

1.0

3.0

7.0

식품군 8: 

  통식품과 기타식품 -

  건강식품, 환자식용 통식품, 아라비아

검  기타 증량제, 군 식량, 꿀, 우주

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卵)

a)미생물 감균

b)멸균

c)검역 리

***

***

***

*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해 정해질 수 있음.

** 최소선량은 식품의 생  품질을 보장하기 해 처리 목 을 고려하여 정함.

*** 특정 목 과 식품 원료에 해 정해지는 최  선량.

 나. 국내 규정

   국내 식품조사 업은 1985년 통령령(제 11717호)에 의해 식품조사 처리업이 신설된 이래 

1986년 식품 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 1995년 경기도청, 1998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청으로 허가 청이 이 되었고, 식품 품목별로 1987, 1988, 1991, 1995, 2004년 5차에 걸쳐 다

음과 같이 허용되었다(KFD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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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10. 16 (보건사회부 고시제 87-71호)

감자, 양 , 마늘 : 0.15 kGy

밤 : 0.25 kGy

버섯(생  건조) : 1 kGy

   ○ 1988. 9.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88-60호)

건조향신료 : 10 kGy

   ○ 1991. 12.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91-25호)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 7 kGy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 7 kGy

조미식품제조원료용 분 : 5 kGy

   ○ 1995. 5. 19  (보건사회부 고시 제 95-34호)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7 kGy

건조향신료  이들 조제품: 10 kGy

효모, 효소식품: 7 kGy

알로에분말: 7 kGy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7 kGy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10 kGy 

   ○ 2004. 5. 24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2004-41호)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그 분말 : 5KGy

조류식품 : 7KGy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 10 kGy

   재 국내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 은 식품공 에 의하여 리되고 있다. 행 식

품공 의 “제 3. 식품일반에 한 공통기   규격 6. 기   규격의 용 7)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

   (1) 사용방사선의 선원  선종은 Co-60의 감마선으로 한다.

   (2)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숙도 조 의 목 에 한하여,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① 허용 상 식품별 흡수선량

       (표 8 참조)

   (3)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

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는 포장한 후 매하여야 한다. 

   (5) 조사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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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처리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품포장 는 용기에 직경 5㎝ 이상의 크기

로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최근 ‘식품등의 표시기 ’이 ‘조사처리식품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 화

번호, 조사년원일, 조사선량과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과 같은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자선 발생장치가 eb-tech(주)에 의하여 직  생산되고 있으나 식품분야에서의 

이용은 아직 본격 인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 8. 식품 생법(식품공 )에 등재된 방사선 조사 허가식품  선량

허가선량(kGy) 품목 조사목 허가일자

0.15 이하  감자, 양 , 마늘 발아억제 1987. 10. 16

0.25 이하  밤 발아억제 1987. 10. 16

1.00 이하  버섯 (생  건조)
살충

속도지연
1987. 10. 16

5.00 이하
난분, 가공식품 제조 원료용 곡류, 두류,  그 분

말, 조미식품 제조 원료용 분
살균 2004. 5. 24

7.00 이하

가공식품 제조 원료용 건조식육  어패류 분말, 

된장/고추장/간장 분말, 건조채소류, 효모, 효소식

품, 조류식품, 알로에 분말, 인삼제품

살균 2004. 5. 24

10.00 이하 건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분말차, 환자식 살균 200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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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시장 망

 가. 국제  실용화 망

   기 방사선 조사된 식품군은 향신료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주로 수출용 과실  

채소류, 가루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어패류 등 해산물  기

타 식품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수입은 단순 처리비용만을 상하 을 때, 2005년도에 766백만 

달러로 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 달러로 2000~2010년 기간에 연

간 36% 성장 할 것으로 망된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

며, 그 수입이 2005년에 287백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캐나다, 아시아와 태평양국가, 동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기타 세계시장이 39.5~46.6%의 

시장 성장률을 이룰 것이다(그림 3). 방사선 식품조사는 세계화와 국제 력에서 새로운 기회

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선 식품조사에 한 국제 인 이용확 와 농업 련 산업의 수요 증가로 

방사선 식품조사의 확 는 진 할 것이다. 방사선 식품조사의 증가추세와 련하여 필리핀과 

같은 나라는 좋은 라고 생각한다. Del Mante Foods, Philip Morris/Kraft  Mitsubishi와 같

은 다국  기업은 세계  치를 굳히기 하여 방사선 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세계  식품기

업은 노동력이 싸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열 지역의 과실과 채소류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상국은 국, 라질, 남아 리카, 필리핀, 칠 , 아르헨티나, 태국과 멕시코이며 선진국

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포함하여 방사선 식품조사에 하여 큰 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그림 3. 방사선 조사식품의 상업  규모  망(단순처리비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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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과일에 한 방사선 조사는 과일의 장기간을 연장하고, 과일 리(Fruit fly)와 같은 유

해한 해충을 제거하여 기술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으로 되어 있는 유해 

미생물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검역기술로서 인정되어 방사선 조사된 과일이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식품 공 의 산업화와 련기구 활성화를 

진하며 세계 으로 식량 교역을 증가시키고 있다. WHO/FAO/IAEA 등의 각종 국제기구에

서는 잔류독성이나 오존층 괴와 같은 환경상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화학 보존제와 훈증

제의 체기술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 까지 인류가 사용하

던 그 어떤 식품보존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

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 생기술로 평가되어 이용될 망이다. 한 오늘날 국제무역

에 있어 모든 식품에 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의 방사선 조사

기 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해 강제 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에서도 식품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과 더불어 극 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생환경의 향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 인 장 과 이익

에 련된 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망이다. 

 나. 산업발 을 한 선결 과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범 하게 토론되어 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 해 동안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다. 소비자 단체의 완고한 반 는 환경공포와 소비자의 우려로 이어졌다.  

2001년 탄 병 공포와 빈번한 식 독 사고 등 식인성 질병의 발생은 식품조사를 찬성하는 단

체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 으며, 유해세균의 공포와 기타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이 방사

선 조사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 다. 그러나 방사선 식품조사에 한 반 와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시장

성은 기 한 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기하 수 으로 성장하리라는 잠재력이 축되었다. 방

사선 식품조사 기술이 식품의 가공기술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이있게 연구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일반 소비자의 두려움을 완 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소비자들은 방사선 식

품조사가 방사능 물질 사용과 련되었다는 완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19세기에 우유의 가열살균법의 출  때 경험한 바와 매우 흡사하다. 기업에서는 방사선 조사식

품에 하여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의 이익을 충분히 알고 방사선이 조사된 식

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희망 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정 인 정보매체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부분 방사선 조사기술을 보도한 정보매체에 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인성 질병이 유

해한 병원성 미생물과 생물학  쟁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분개하고 있다. 일반

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소비자 에서 일부 열성 인 소비자 단체들은 방사선 식품조사를 

지하라고 외쳐 고 있다. 한편 다른 소비자들은 도 인 입장으로 남아 있다. 부분의 기

업은 정부와 련 보건당국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정보를 범 하게 마련하여 그 기술의 

사용을 뒷받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응하는 로비 그룹은 방사선 식품

조사와 식품 서비스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은 FDA와 의회로 인해 자신

들의 이익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식품조사 기업은 소비자 그룹의 열 인 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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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살균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라는 용어를 채택하도록 의회에 로비를 하여 왔다. 

소비자 그룹은 의회가 방사선 조사기술이 탁월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표기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서 FDA가 표기 조건을 권장

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소비자와 일부기업은 방사선 조사식품을 온 살균과 같이 

표시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기업에서는 소비자에 한 교육을 계속 수행하면 냉온

살균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과 조사식품에 한 부 한 수용태도를 크게 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FDA의 표기사항은 생산자가 “방사선 조사 

필” 는 “방사선에 의해 처리되었음”  그 공정을 알 수 있게 하고 세계 으로 수용되고 있

는 “ radura" 표식을 표기하도록 하 다. logo와 표기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2001년 FDA는 

법제정 고안을 통해서 조사식품 표기에 하여 소비자 단체, 기업  의회가 검토하고 의견

을 제시해  것을 요청하 다(FDA. 2007). 이와 같은 과정은 FDA가 추진하고 있는 조사식품 

표시 규격에 하여 시장성에 련한 우세 여론을 확인하기 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근 20

여 년간 끌어오면서 방사선 조사 표기문제는 소비자 수용에 따른 조사식품의 산업  성장을 

하게 방해하 다. 기업 문가들은 재의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모든 조사식품

에 용되는 표시 규정을 완화하고 유연성 있게 할 것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재, 교육을 

통해 표기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 처리에 하여 잘 알고 수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실로서 FDA는 방사선 조사표기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하여 소비자 반응을 

평가하기 한 집약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

본 ( 기 투자비용)이 방사선 조사시장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방사선 조사 선원의 종류, 용

량, 공장의 특성이 가 류와 육류제품을 처리하는 방사선 조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본 결정

에 기본 요인이 된다. 평균 으로 조사식품을 1억 운드 처리하는 공장은 연간 비용이 80~10

만 달러로 추산되며, 마쇄 쇠고기를 자 beam으로 처리할 때는 운드당 0.5~2센트의 추가비

용이 소요된다. 오랫동안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우주비행사들의 식료품 살균에 성공 으로 

활용되었으며, 면역기능이 약한 환자의 병원식 살균에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방사선 식품조사

는 아직도 도입기 단계이다. 시장성은 련 산업과 소비자 수용성 그리고 다양한 식품의 방사

선 조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비록 방사선 조사 시설 설치에 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지

만, 식품 살균에 재래 으로 이용하던 증기 살균이나 냉동기술을 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

식되면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수용성이 증진되고 있어 심한 반  의견도 차 감소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최종소비자의 인식 수 은 상당히 증가하여 

체 으로 련 산업은 낙 으로 환하 다. 규제기 으로부터 확인  검증된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매를 진시켰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는 탄 병 

발생 보고와 더불어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 진요인이 되었고, 식품 살균의 한 분야

로 차세  기술로서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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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외 연구개발 황

1. 기술개발 동향

 가. 기술발  망

   세계 각국은 WTO/UR/NR 비 식량의 가격안정과 수입 체를 한 에 지 약형 식량

장, 가공  공정개선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식량자원

의 안 확보를 해 본 기술을 이용한 산업  용은 더욱 빨리 추진될 것이다.  세계 으로 

식품․생명공학분야의 연구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 해 가고 있고, 인간 삶의 질 향상을 

한 고기능성 소재 개발  신제품 생산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

서, 이 분야의 기술 선진국 진입을 한 RT/BT 이용 식품․생명공학 기술 기반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식품의 안 성 확보  해요소 제거로 막 한 국가 보건비용을 감하기 해 

RT/BT를 이용한 신기술의 개발  실증 용 연구가 범 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 분야의 기

술 선진화는 바로 세계시장에서의 우 를 차지함을 나타낸다. 방사선 이용 식품 장기술의 발

달과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능 비교 한 요구 될 것이다.

 나. 주요 환경변화

   식품․생명공학/공 보건산업 분야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다양하게 확 되고 있는 

상황 하에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  실용화 부분에서 본 기술(RT)의 장 이 입증

되어, BT분야의 연구에 더욱 더 많은 부분이 기술 으로 융합되어 수행될 것으로 상된다. 특

히, 이미 선진각국에서 선 하고 있는 BT/NT기술에 해 선진국과 동일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만의 새로운 역확보와 이 

분야 기술의 선 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기존 BT/NT기술에 새로운 복합

기술을 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서 RT기술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BT/NT기술의 독창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한 가장 유효한 복합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WTO/FTA/ FDA에서 다자간 무역 상 원칙에 따라 국제 식량교역시 검역처리 문제가 새

로운 국가 무역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FAO/IAEA/WHO, WTO, UNEP, 

ICGFI) 등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품 검역처리기술의 확   표 화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어, 본 기술의 이용은 계속 확 될 것이다. 이에 따라 WTO 체제에 맞는 국가

간 방사선 조사처리 기술지침  표 화 확립을 한 Harmonized Regulation의 비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 국제  연구개발 동향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뒷받침과 WHO/IAEA 

/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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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안 한 식품의 비를 한 WHO의 황 률 (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방사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 육을 선택해야한다” 라는 

발표와 1992년 WHO/ICU(국제소비자 연맹)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재평가  확

인, 1995년 UR 상에서 식품교역의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생화를 해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이 정 으로 검토되어 수용됨으로써 선진국을 심으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림 4.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 발  동향

  (1)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 방사선 식품공학기술은 ‘8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뒷받침과 WHO/IAEA 

/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을 마련

   ○ 1990년에 안 한 식품의 비를 한 WHO의 황 률(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감마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 육을 선택해

야한다” 라고 발표

   ○ 1992년 WHO/ICU(국제소비자연맹)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재평가  확인

   ○ WTO 체제의 자유무역체제에서 식물 생검역 조치의 용에 한 일반 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과 무역에 한 기술  장해에 한 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의해 정해진 식품의 안 기 과 동식물 검역기 을 극복하기 

해 자국 정부 주도하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  보 에 력을 다하고 있음

   ○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 IAEA/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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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이 주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공 보

건산물의 장, 가공, 유통  생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특

히,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심으로 방사선 식품공학 연구개발과 련산업이 계

속 증가 추세에 있고, ‘02년 재  세계 으로 40개국에서 식품 방사선조사를 허가하

고 활용하고 있으며, 52개국에서 234기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가동 에 있음 

   ○ 1995년 UR 상과정에서 식품교역의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생화를 해 방사선조사 

식품의 교역이 정 으로 수용됨. 이와 련하여 검역 상 해충  병원성 미생물 

리를 하여 화학훈증법(methyl bromide, ethylene oxide 등), 물리  방법(열/ 온처리 

등), 생물학  방법(host susceptibility, inspection 등)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식품에 하여 실용화가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보존제를 비롯하여 훈증제 등의 발암물질 잔류독성과 

오존층 괴와 같은 환경상의 문제 을 완 히 해결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WHO/FAO/IAEA 등의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지 까지 인류가 사용

하 던 그 어떤 식품보존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인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

구(WHO)에서는 1980년에 모든 식품에 한 감마선 처리를 승인하고 세계 각국 정부로 

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을 극 활용토록 추천/권장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감마선 조사

기술이 주로 선진국과 수출 주도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내 식품에 한 감마선 조사시설의 외 인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그 처리품목 

황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이것은 세계 각 국의 감마선 조사허용 품목이 달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통상 마찰이 생

길 수 있다는 우려와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 수용성이 낮은 국가에서 감마선 조사식품

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단됨

   ○ 미국 정부의 식품질병 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H7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을 살균

하기 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

고(1997년 12월 2일,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에 잔존

하는 미생물을 박멸하기 해 방사선 조사 승인(’99. 12. 23, ’02. 2. 시행)

   ○ 한, 미농무성은 2002년 말까지 미국내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02. 10. 25.)

   ○ ’02년 12월 재 미국 역의 약 20여 수퍼마켓 체인, 5천여 포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매 에 있음. 분쇄우육 단일 품목만 2002년 8천톤이 방사선 조사되었고, 체식품으

로는 10만톤 이상이 방사선 조사되었음

   ○ ’04년 12월 재 국은 30만 Ci 이상 단  조사시설만 59기, 30만 Ci 미만 조사시설

까지 합치면 150기 이상이 가동 이며, ’04년도 향신료 등 식품류 조사물량이 100만톤 

이상임

   ○ 최근 WTO/NR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생화 방법으로 방

사선 조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 고, UN 환경 원회에서도 환경 친화  기술

로서 극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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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Committee에서는 ‘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안 성”에 련된 재까지의 연

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세계 으로 확 될 

망임

   ○ 핵 청정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내 동․식물의 안  검역을 해 방사선 조사기

술을 면 수용하 고(2002년 2월), 동년 12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상식품의 검역을 

해 열 과일(breadfruit, carambola, custard apple, litchi, longan, mango, mangosteen, 

papaya, rambutan), 향신료, 건조 야채류, 허 류에 한해 우선 으로 방사선 조사를 승

인(Application A443)함  

   ○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모든 식품에 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 원회

(Codex)의 감마선 조사기 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해 강제 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

육과 더불어 극 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재 지구 시 를 맞이하여 각 국의 방

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제무역과 각 국의 소비자 이해가 증진되면서 소비자의 거부감

은 차 해소되리라 사료됨

   ○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생환경의 향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 인 장

과 이익에 련된 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망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 생기술로 평

가되어 이용될 망임

   ○ 미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군 투식량의 안 공 체계 구축은 상당한 

발 을 이룩하 음. 그 외에도 환자식/특수스포츠식품/즉석식품/편의식품 등에 한 방

사선 조사기술의 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미국 NASA에서는 우주 환경에서도 안 하게 우주비행사를 한 안 식품 공 을 해 

모든 우주식량의 생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음 

   ○ 국외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천연물로부터 고기능성 신소재 생산  이를 이용한 공

보건산물 신제품 개발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임

   ○ 방사선에 의한 백신 생산기술에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음. 재 본 연구

에서 실시한 항원성 변화  독성 제거 연구가 거의 유일한 연구임 

   ○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FAO/WHO/IAEA  US FDA 등의 극 인 실용화 추

진에 따라 년간 수십 만톤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

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 자선, X-선 이용연구 증가

   1990년 부터 감마선 조사가 원자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 원소(Co-60, Cs-137)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수용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방사선종간 처리 특성의 차이로 인해 자선, X-선 등

의 방사선이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 다. 자선, X-선 조사는 발생장치를 통해 

조사처리가 진행되므로 기기작동이 간편하고 방사성동 원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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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처리”로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

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템으로 햄버거 패티, 부분육(계육 포함), 해산물 등 냉장/냉

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사에 활발히 연구되었고, 2002년 미국 USDA의 학교 식에 사용되는 식

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시 으로 자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육 가공품

의 방사선 조사가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까지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자선 조사

의 특성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사물품의 포장, 크기, 온도 조건 등 공정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선종이 다양화 될 것으로 단된다(Hayes, 1995).

   X-선의 이용은 환 에 지 효율이 매우 낮아 아직 상업  규모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캐나다 등을 심으로 X-선 변환장치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식품조사 규모의 에

지 효율을 갖는 발생장치가 상업 으로 공 될 것으로 기 된다. 

   재, 세계 으로 감마선 조사와 자선 조사 이용비율은 80:20 정도로 감마선 조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향신료, 과일 등의 검역처리를 해 이용하기 때문에 용량 포장 후 

선 이 용이한 감마선 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육가공품 등 병

원성 미생물 제어 등 식품의 생화 개선을 한 방사선 조사는 자선의 이용이 효율 이기 

때문에 미국을 심으로 자선 조사기술의 산업  활용이 차 증가추세에 있다.

  (3) 특수식품 분야 연구개발 동향

   1960년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은 우주 발사체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식품개발에 기술력을 집 하 다. 우주환경의 특수성으

로 인해 우주식품의 조건은 매우 제한 이었고, 완 멸균과 양성분 강화를 심으로 기술개

발이 진행되었다. 미국 NASA와 미육군 Natick 연구소는 공동으로 우주환경 등 극한 환경에서 

식품의 안정공 과 생  안 성 확보를 해 방사선 기술을 도입하여 실용화를 달성하 다.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안 한 우주식품, 군 투식량 생산기술 실용

화를 이뤘고, 이를 계기로 방사선기술이 우주식품, 투식량, 스포츠식품, 재난시 비상식량 생

산의 핵심기술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  군, 

우주 등 특수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던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 되면서 본격 인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고, 1990년  Gulf 쟁을 기 으로 미군은 방사선기술을 활용하여 

일체형 투식량(C-Ration) 다양화 기술을 확보하여, 재 실 에 투입하고 있다. 고산등반, 극

지탐험, 장거리 하이킹/ 리 등 특수 스포츠분야에 장기 장식품(Shelf stable food)을 공 하고 

있는 남아 리카공화국은 80년 부터 방사선기술을 활용하여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우편물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를 효과 으로 차단하고 국민

의 안  보장을 해 방사선기술을 용하 여 소비자 수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 다. 2004년 

12월 동남아 해일(Tsunami)로 인한 재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범 한 재해지역의 구호

를 해 방사선 조사된 장기 장식품을 공 하여 생 이고 안 한 구호활동을 수행하 고, 

2005년 여름 허리 인 카트리나의 피해복구  구호를 해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재해지역

에 공 되는 식음료의 생화에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식인성 질병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 37 -

 라. 국내 기술개발 동향  주요 실

   ○ ’83～’90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효과  실용화 기반 연

구 수행

   ○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그린피아 기술(주)]

   ○ ’87, ’91, ’95, ‘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 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군에 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

   ○ 원자력 장기 ’92～’9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국내 제2의 방사선 조사시설의 

건설(’02. 6. 12.)되어 정상 운  에 있음

   ○ RT/BT/NT 융합기술 이용 식품  공 보건 제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신소재  신제품 

산업 용성 극 화

      - 국내 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출연(연) 기술출자에 의한 연구소/기업 「기술

출자형 기술창업 1호」공동벤쳐 (주) Sun-BioTech 설립(2004. 2. 6.)  업 정상화(

식, 2004. 7. 1)로 출연(연)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산업화 신모델 제시

       ․2004년도 매출 10억원(손익분기  달성)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신규허가 품목 개정 고시

      - 7개 식품군에 한 방사선 조사 건 성 법  허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2004-41호, 2004. 5. 24)  방사선 조사식품의 실용화 확 방안 수립

      - 2005년 본 기술 이용 식품류 수출 액 약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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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수  요약

구분 기술개발동향 기술수 문제

선진국

(G7)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뒷받침과 WHO/IAEA 

/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02년 재 선진국 포함 

40개국에서 식품에 방사선 조사 허가  활용)

o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

쟁 해결과 식품 생화를 해 방사선조사 기

술의 사용을 수용하 고, UN 환경 원회에서도 

환경친화  기술로서 극 추천하고 있음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

술의 실용화 확   새로

운 응용분야 연구에 

o 소비자 수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미흡

o 소비자 수용성  국민

이해 증진사업의 진행 

필요 

o 국제  harmonized 

  regulation이 없음

한국

o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

업에 의한 국내 최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20개 식품품목군 약 30여종에 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

o 국내에서 본 기술을 이용한 ‘01년도 식품류 수

출 액은 총액 2억 달러(한화 2,000억원)

o ‘02년 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생명공학

에 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한 연구기 으

로서 식품․생명산업의 핵심문제분야 체기술 

개발을 한 RT/BT/ NT 병용기술 연구가 수

행 에 있음

o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기

술에서 식품의 생화  

장가공기술의 일부분은 

선진국 수 에 도달

o 방사선 식품․생명 공학 

분야의 새로운 응용연구는 

선진국 기술보다 우 를 

선 한 상태로 계속 인 

정부의 연구지원으로 본 

분야 기술의 2010년 G5 

진입 계획

o 소비자 수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미흡

o 소비자 수용성  국민

이해 증진사업의 진행 

필요 

o 정부 계당국의 본 

  기술 활용확 를 한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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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국내․외 기술수  비교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수

1단계

(‘97-’00)

2단계

('00-‘02)

3단계

(‘03-’06)
근거

- 특수식량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 RT/B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

소재/신제품 개발

-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  

소비자 수용성 증진 연구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50%

40%

50%

60%

70%

60%

70%

75%

90%

80%

90%

90%

-본 기술 련 국외(SCI) 

학술논문 게재  발표

황 분석 결과

-FAO/IAEA/RCA/CRP

 등 국제 력사업을 통한

 국제  동향/기술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산업재산권(특허) 동향

 가.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특허기술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자국에만 출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원자력연

구원(이하 연구소) 역시 해외출원 건은 3건(일본)에 불과해 해외출원 비 을 크게 높여야 할 것

으로 보 다. 특허등록 건수는 한국이 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연구소가 가장 많

은 등록건수를 갖고 있지만 ’02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사선 식품

조사 분야에 있어 연구소 특허활동지수는 매우 높지만,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

향력 한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서의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부

분 단독 출원으로 기술제휴  확산을 해 산/학/연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

품군별로 보면 발효식품류, 가공식품류, 육류 등은 병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식품

군은 병용처리를 아  하지 않거나 불과 몇 건의 특허만이 출원된 것으로 미루어 특허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병용처리별로는 포장, 냉동/냉장, 효소처리, 가열, 첨가

제 등은 상당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반면, 가압과 수분활성도 처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공백기술로 나타났다.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살균, 멸균, 숙도유지 등을 목 으로 방사선을 조

사하는 경우가 부분임. 따라서 추후에는 단백질과 같은 양소의 겔화성 증가 는 고분자화

와 같은 목 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Yu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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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별 특허출원 황

  (1) 출원연도별/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주요 국가의 특허출원 건수는 160건이며, 국가별로는 일본 52건, 

한국 46건, 국 32건, 미국 21건, 유럽 9건 순이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보면 두드러진 성장세

는 없지만 꾸 히 출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98년～’02년에는 매년 10건 이상

의 특허가 출원되다가 ’03년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이 분석에서는 2명

의 국인이 국특허청에 각각 일  출원했다가 취하한 총 43건은 부 하게 특허를 출원한 

계로 모든 황에서 제외하 다. 

  (2) 출원연도별/국가별 특허등록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등록 건수는 총 출원건수(160건) 비 44%인 71건으로 나타났

다. 국가별 등록건수는 한국 34건, 미국과 일본 각각 14건, 국 8건, 유럽 1건 순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 비 등록률은 한국 74%, 

미국 67%, 일본 27%, 유럽 11%, 국 25%로서, 한국의 특허출원이 질 으로도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국가별 특허 유율 황   

   국가별 특허 유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46건  외국인 출원은 단 1

건도 없으며 모두 내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1건  미국 유율은 17건

으로 80%의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본 10%(2건), 기타 국가 10%(2건) 이었다. 일

본의 경우 52건  일본 유율은 45건으로 86%의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미국 8%(4

건), 한국이 6%(3건)를 유하 다. 유럽의 경우 9건  미국 45%(4건), 일본 33%(3건), 국 

11%(1건)  기타 11%(1건)의 유율을 보이고 있고, 국의 경우 32건  국이 31건인 97%

의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1건)는 미국이 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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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KR 0 0 3 1 4 0 11 0 0 5 2 0 0 0 5 0 1 0 3 1 3 4 2 0 1 46

US 0 0 0 1 1 2 0 1 1 0 0 0 1 1 0 1 0 0 1 0 1 4 4 1 1 21

JP 1 1 0 1 1 0 1 1 3 1 3 1 0 2 2 3 1 3 5 8 3 6 1 3 1 52

EP 0 0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4 0 1 0 0 1 9

CN 0 0 0 0 0 1 0 0 0 0 0 1 1 0 3 1 3 2 1 3 6 3 4 3 0 32

계 1 1 3 3 6 5 12 2 5 6 5 2 2 3 10 5 5 5 10 16 13 18 11 7 4
16
0

그림 5. 출원연도별/국가별 특허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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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0 0 2 1 4 0 8 0 0 4 2 0 0 0 2 0 0 0 2 1 3 4 1 0 0 34

US 0 0 0 1 1 2 0 1 1 0 0 0 1 1 0 1 0 0 1 0 1 2 1 0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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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2 3 0 0 1 0 8

계 1 0 2 2 5 3 9 2 2 5 4 0 2 1 3 2 0 2 3 4 7 9 2 1 0 71

그림 6. 출원연도별/국가별 특허등록 황

  

그림 7. 국가별 특허 유율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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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허당 청구항   

   2000～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출원된 특허의 청구항 수를 분석한 결과 특허 1건당 평균 청

구항 수는 9.34항이었다. 특히 2002년 출원 건의 경우 특허 1건당 평균 청구항 수는 17.45항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03년 이후부터는 5건 내외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구항의 수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발명의 수를 의미하며, 이 값이 증가할수록 많은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출원비용 감을 목 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

의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이는 기술이나 출원인에 따라 그 경향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다.  

표 9. 특허 1건당 청구항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특허건수 13 18 11 7 4 53

청구항수 76 169 192 34 24 495

평균 청구항수 5.85 9.39 17.45 4.86 6 9.34

  (5) 과학  연계지수   

   특허명세서에 인용문헌을 기재하고 있는 미국특허만을 상으로 구간별로 과학  연계지수

(SLI)를 분석한 결과, 평균 SLI는 0.33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사선 식품조

사 분야의 특허는 특허성 심사시 주로 특허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며 학술논문은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과학  연계지수

’80～’84 ’85～’89 ’90～’94 ’95～’99 ’00～’04 계

체 특허건수 2 4 2 2 11 21

논문을 인용한 
특허건수

1 1 2 2 3 9

과학  연계지수 0.5 0.25 1 1 0.27 0.33

 다. 연구주체별 특허출원 황

  (1) 출원인별 특허출원 황  

 
   출원인별로는 연구소가 2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이 분야를 극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백 수((주)그린피아기술)’ 14건,  DNF 연구소와 SANEI GEN

사가 각각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번째로 많은 특허출원을 한 ‘백 수’의 경우, 14건의 

출원 건 가운데 13건이 출원인에 ‘백 수’, 발명자에 ‘조한옥’(한국원자력연구소)으로 하여 출원



- 43 -

하 는데, 이  10건이 등록되고 3건이 거 되었고, 한 등록된 10건 역시 특허료 미납으로 

인해 1991.8.5일자(9건)와 1992.3.20일자(1건)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며, 이외 백 수 단독으로 

출원한 1건 역시 등록된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1992.12.15일자로 특허권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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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출원인별 특허출원 황

  (3) 발명자별 특허출원 황   

   발명자별로는 연구소의 조한옥과 변명우가 각각 23건과 22건을 출원하여 이 분야의 가장 

핵심 인 발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하야시 토루와 스스키 세스코가 각각 13건, 육홍

선과 사카가미 카즈유키가 각각 9건, 타다 미키로와 권 호가 8건, 이주운, 조성기가 각각 7건

과 6건을 출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상당히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출원인별 패 리 특허출원 황   

   동일 출원 건으로 2개국 이상 특허출원한 패 리 특허(동일한 건을 2개국 이상 출원했을 경

우 1건으로 간주)를 살펴본 결과, 2건 이상의 패 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출원인은 11개 기  

는 개인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타다 미키로, DNF 연구소, SANEI 

GEN사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은 패 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VISKASE사가 5건, 유타주립 학, CRYOVAC사, Energy Science사가 각각 4건의 패 리 특허

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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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발명자별 특허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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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 문연구기 의 특허활동 지수  

   ’80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소의 국내 특허활동지수(AI)를 구간별로 보면, 평균 AI값이 

1,227.1로서 일반 인 평균값(AI=1)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연구소가 방사선식품

조사 분야에 한 한 독보 인 기 임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소 체 인 특허활동지수

와 비교한 바, 연구소 특허출원건수는 ’80년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활동 지수는 오히

려 하강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한국원자력연구소 특허활동지수

’80～’84 ’85～’89 ’90～’94 ’95～’99 ’00～’04 계

방사선식품분야
KAERI 특허건수 2 5 6 5 8 26

방사선식품분야
국내 체 특허건수

8 16 7 5 10 46

KAERI 국내 체
 특허건수 8 55 103 330 432 928

국내 체특허건수 85,865 193,703 316,466 651,432 767,263 2,014,729

특허활동지수 2,683.3 1,100.6 2,633.6 1,974.0 1,420.857 1,227.1

  (6) 기술 향력 지수  

   기술 향력지수는 특허의 인용횟수(통상 인용정보가 기재된 미국 등록특허를 상으로 산출

함)를 토 로 특정 연구주체가 최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향력을 측정하는 것이나, 연구소

에서는 미국에 1건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산출하지 않았다.

 라. 식품군별 심층 분석

  (1) 식품군별 용 방사선 유형 황  용선량 황

   식품군별 용 방사선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감마선이 54%인 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자선이 23%인 37건으로 나타났다. 한 감마선, 자선, X선을 택일하여 용한 건이 17

건, 감마선과 자선을 택일하여 용한 건이 13건이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방사선 식품

조사에 감마선의 사용은 약 67%인 107건, 자선의 사용은 약 42%인 67건이었다.

   식품군별 용 방사선 선량을 분석한 결과, / /고 선량을 체로 엇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조사 방사선량의 기 은 선량 3 kGy 이하, 선량 3-10 

kGy, 고선량 10 kGy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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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식품군별 용 방사선 유형 황

식품분류 감마선 자선 X선 감마선,
자선

감마선,
자선,
X선

알 선,
베타선,
감마선

기타 계

첨가제류 6 2 1 9

기능성식품류 16 4 2 1 23

원료분말 5 3 1 9

가공식품류 14 4 3 1 22

포장재 6 3 6 4 19

과채류/구근류 6 3 9

단백질류 2 9 1 12

버섯류 6 1 7

유제품류 2 1 3 6

어패류 1 2 1 4

곡류 4 2 6

육류 7 3 1 1 12

사료 2 3 1 1 7

발효식품류 9 2 11

기타 1 1 1 1 4

계 87 37 2 13 17 3 1 160

표 13. 식품군별 용 방사선 선량 황

식품분류 선량 선량 고선량 /
선량

/고
선량

/ /고
선량 기타 계

첨가제류 2 2 1 1 1 2 9

기능성식품류 4 2 4 4 2 7 23

원료분말 3 1 1 2 2 9

가공식품류 2 3 5 6 6 22

포장재 1 1 9 1 6 1 19

과채류/구근류 4 3 1 1 9

단백질류 1 3 3 2 3 12

버섯류 3 1 2 1 7

유제품류 1 1 3 1 6

어패류 1 2 1 4

곡류 2 1 3 6

육류 1 4 3 1 1 2 12

사료 2 1 3 1 7

발효식품류 2 1 1 1 1 3 2 11

기타 1 1 2 4

계 19 21 19 24 16 29 3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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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군별 용 방사선 식품가공 병용(융복합) 처리 황  

   식품군별 용 방사선 식품가공 병용처리 황을 보면, 출원건수 총 160건  약 49%인 79

건만이 병용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별로는 발효식품류 20건, 가공식품류 17건, 육류 

13건순으로 병용처리를 많이 한 반면, 나머지 식품군은 병용처리를 아  하지 않거나 각각 불

과 몇 건의 특허만이 출원된 것으로 미루어 특허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병용처리별로는 포장 29건, 냉동/냉장 16건, 효소처리 11건, 가열 10건, 첨가제 9건 순으로 나

타난 반면, 가압과 수분활성도 처리는 각각 2건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분

야의 특허출원이 공백기술로 단되었다.

표 14. 식품군별 용 방사선 식품가공 병용처리 황

식품분류 포장 가열 가압 냉동/냉장 첨가제 효소처리 수분
활성도

계

첨가제류 1 1

기능성식품류 2 2 1 5

원료분말 1 1 2

가공식품류 8 4 1 2 2 17

포장재 1 1

과채류/구근류 2 2

단백질류 1 1

버섯류 3 3 6

유제품류 2 1 1 4

어패류 1 1 2

곡류 0

육류 5 2 3 3 13

사료 2 1 3

발효식품류 6 2 1 11 20

기타 1 1 2

계 29 10 2 16 9 11 2 79

      

  (3)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발 도   

   특허출원을 통해 살펴본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기술발 도는 특허출원 후 등록된 특허만

을 상으로 식품군별로 정리하 다. 여기에서의 정리 상인 등록된 특허라 함은 재 등록되

어 있거나 등록된 후에 기간만료 는 특허료미납 등의 사유로 특허권이 소멸된 것까지를 포

함하 다.



- 48 -

   ○ 첨가제류

      

   ○ 기능성식품류

       

   ○ 원료 분말

       

   ○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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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채류  구근류

       

   ○ 가공식품류

       

   ○ 단백질류

       

   ○ 버섯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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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제품류

       

   ○ 어패류

       

   ○ 곡류

       

   ○ 육류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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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효식품류

       

  (4) 방사선 식품분야 핵심 특허   

   핵심 특허의 선정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 인 특허 피인용 횟수, 패 리 

특허건수, 청구항 수 등 3가지 에서 선정하 다. 참고로, 특허 피인용 횟수는 오직 미국 등

록특허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본 으로 미국 등록 특허  상기 3가지 을 고려하 다. 

핵심 특허 선정결과,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출원 특허  가장 향력있는 특허는 4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2건은 특허료 미납으로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핵심특허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

피인용
횟수

출원
국가 수

청구항
수

비고

US 1993-131321
(5366746)

Ultra-high temperature pasteurization and electron 
beam technology for steriliza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Utah State Univ. / Von T. Mendenhall 등)

27 6 22

US 1987-126336
(4784863)

Meat product package containing an inner layer 
of starch/ethylene vinyl acetate
(Viskase Co. / Stanley Lustig 등)

24 9 35

US 1985-717328
(4652763)

Electron-beam irradiation sterilization process
(Energy Sciences, Inc. / Samuel V. Nablo 등) 49 6 6

특허료미납으
로 권리소멸
(99.3.24)

US 1984-622019
(46620908)

Method for destroying microbial contamination in 
protein materials
(Biocell Lab. Inc. / John P. Van Duzer 등)

37 1 19
특허료미납으
로 권리소멸
(94.11.4)

 

 마. 분석결과  시사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자국에만 출원하는 경향이 높고 해외출원은 상

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소 역시 총 출원건수 46건  해외출원 건은 겨우 3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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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 분야의 해외 특허출원 비 을 상당히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에 있어서 연구소는 세계 으로 가장 선도 인 치에 있지만 ’02년 이후 

특허출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속 인 특허출원이 요구된다. 방사선 식품조

사 분야에 있어서 연구소는 특허활동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 이 분야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 향력지수 한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산/학/연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연구소에서는 부분 연구소 단독으로만 출원하

고 있다. 따라서 기술제휴  확산 등의 목 을 해 산/학/연 공동 연구  특허출원을 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별로 보면 발효식품류, 가공식품류, 육류 등은 

병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식품군은 병용처리를 아  하지 않거나 불과 몇 건의 

특허만이 출원된 것으로 미루어 특허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병용처리별

로는 포장, 냉동/냉장, 효소처리, 가열, 첨가제 등은 상당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반면, 

가압과 수분활성도 처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공백기술

로 나타났다.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살균, 멸균, 숙도유지 등을 목 으로 방

사선을 조사하는 경우가 부분임에 따라, 추후에는 단백질과 같은 양소의 겔화성 증가 는 

고분자화와 같은 목 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논문게재 황 

   방사선 조사식품 분야의 논문게재 황은 표 16과 같다. 자료 조사는 국외 논문의 경우 SCI 

게재 논문을 심으로 검색하 고,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신청된 논문

집에서 조사하 다. 검색기간 동안 SCI논문은 395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논문은 267편이 각기 

해당 에서 발간되었다. 연구 분야별 게재 황은 식품 장  가공기술 분야의 논문이 가

장 많은 SCI 171편과 국내 81편으로 SCI 부분은 43%, 국내논문은 30%를 차지하 다. 체논문

에서는 38%로서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많은 게재 양상을 보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연구

가 식품 장  가공분야에서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2000년  이후 

신기술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사선을 에 지로 이용하여 식품  

공 보건제품용 신소재 개발, 식품 유해물질 제거 등의 연구가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선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방사선 조사식품 세부연구 분야별 국내외 논문게재 황 (2000. 1. - 2007.1.)

구분 세  부  분  야 SCI 국내 계

1 식품 장  가공기술 분야 171 81 252

2 식품 생  식 독 방 분야 55 24 79

3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 분야 4 25 29

4 방사선 조사식품 검역/검지 분야 60 77 137

5 신기술 분야 69 52 121

6 소비자 수용성 증진  홍보 분야 36 8 44

합   계 395 267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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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식품 장  가공기술 분야

   방사선 조사 기술에 의한 식품의 일반 품질 특성(색, 양성분 함량, 능 변화 등)의 변화

를 연구하고 새로운 가공 기술(가공 기술 비교, 병용처리 기술 등)을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 통 발효 식품군 : 청국장, 장, 메주, 고추장, 간장, 된장, 창란젓갈, 김치

   ○ 육류  가 류 : 소불고기, 양념갈비,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칠면조, 분쇄 

쇠고기, 단체 식용 닭 가슴살, 소시지 등 육가공품류

   ○ 채소  과실류 : 팥, 녹두, 밤, 도토리, 칡, 오미자, 감귤, 감자, 리카, 사과, 콩, 생강, 

상추, 딸기, 양  잎, 당근, 토마토

   ○ 가공식품류 : 최소가공 샐러드, 오 지 주스, 야채 주스

   ○ 분류 : 메 분, 미, 녹두 분, 밥, 분말죽, 이유식, 옥수수 녹말,  

   ○ 낙농/난제품류 : 난백, 구운 계란, 아이스크림

   ○ 건조식품 : 건고추, 건조 생강, 건 고사리, 녹차, 홍차, 우롱차, 김

   ○ 병용처리 효과  가공 기술 비교 : 로즈마리와 햄버거 스테이크, 훈증 처리와 방사선 

처리 비교, 가스치환 포장에 따른 차이, 비타민 C와 쇠고기 패티, 감마선 조사와 자

인지 비교, 

   ○ 포장재류 : 포장재 성분의 식품으로의 이행, 생분해성 필름     

   ○ 기타 : 로폴리스, 꿀

 나. 식품 생  식 독 방 분야

   방사선 조사기술에 의한 식품의 생화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고 특정 병원성 미

생물에 한 감마선 조사 감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식 독 방을 목 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통 발효 식품군 : 멸치액젓 

   ○ 육류  가 류 : 한우육, 닭고기, 

   ○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군 : Aspergillus flavus (육포), Listeria monocytogenes (칠면조 고기, 

냉동 샌드 치), Escherichia coli O157:H7 (상추, 로컬리 씨, 최소가공 무, 사과 주스),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최소가공 햄, 달걀), Bacillus cereus (포자 항성)

   ○ 공 보건제품 : 일회용 주방용품

   ○ 가공식품 : 최소가공 무우, 단체 식용 어묵, 김밥, 냉동 치즈볼, 아이스크림

 다. 조사식품의 안 성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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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과 건 성에 한 문제에 한 연구로 Ames test, 아 성 독성 

평가  SOS chromo test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 통 발효 식품군 : 장류 물추출, 새우젓, 멸치액젓, 간장

   ○ 육류  가 류 : 닭고기, 돼지고기

   ○ 한약재 : 당귀, 어성 , 구기자, 감 , 진피, 시호, 황기, 백출, 생지황

   ○ 기타 : 난백, 율무종자, 과메기, 곡류 분말, 송이버섯

 라. 방사선 조사식품 검역/검지 분야

   최근 조사식품의 교역기회가 증 됨에 따라 련 국가  국제기구를 심으로 방사선 검

역처리 표 화가 진행 이며 Thermoluminescence (TL),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등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Parlato et al., 2007).

   ○ TL 이용 : 향신료, 땅콩, 건조 멸치류, 수삼, 복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 DNA comet assay 이용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콩류, 땅콩, 과일류, 감자, 마늘, 생

강

   ○ ESR 이용 : 어류, 계란, 향신료, 땅콩, 조개류, 한약재, 건조 멸치류, 건고추, 건조채소, 복

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양 

   ○ 도 분석 : 가루, 감자 분, 고구마 분, 옥수수 분, 후춧가루, 기장, 수수

   ○ 휘발성 물질(Hydrocarbon류, 2-Alkylcyclobutanone류) 분석 : GC-MS를 이용하여 쇠고

기, 잣, 국산 두류, 홍삼 분말, 건조 멸치류, 참깨, 우롱차, 건고추, 난황 등 분석

   ○ 효소면역 측정법 이용 : 계란, 새우

   ○ PSL 이용 : 참깨, 들깨, 농산물, 조개, 복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 Free radical의 측정 이용 : 건조과일, 건조 채소류, 참깨, 들깨

   ○ 발아 특성 이용 : , 보리, 콩류, 과일류

   ○ DEFT/APC 방법 이용 : 곡류, 한약재

   ○ 지방 분해산물 분석 이용 : 건조 홍합, 건조 갑오징어

 마. 신기술 분야

   이 분야는 2000년 이후로 본격 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 귤피 등에 감

마선을 용하여 천연 식물류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의 항산화, 항노화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가공하는 목 과 식품 알 르기나 독성 물질 등을 제거하는 목 , 그리고 키토산, 알긴산 등의 

고분자를 분자화 하여 경제  이 을 가지는 목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Long et al., 2007).

   ○ 천연물의 생리활성 연구 : 마늘 단백질(allivin), 오미자 추출물, 귤피 추출물, 분리 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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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펙틴 용액, 감귤 정유, 부추, 비  추출물, 복분자 추출물, 민들  추출물, 코코아, 샤

란, 녹차 추출물, 강황 추출물

   ○ 유해물질 감화 연구 : Ovomucoid, Ovalbumin, phytic acid

   ○ 생리활성 물질 분자화 연구 : 알긴산, 돈피 콜라겐, 키토산

   ○ 방사선 조사 련 유 자 검색  분석 : HL60 세포주

   ○ 돌연변이 분리 연구 : 김에서 방사선 항성 세균 분리, 야콘

   ○ 불용색소 제거 연구 : 녹차 추출물, 인동 추출물, 식용색소, 강황 추출물

   ○ 특정 화합물  식품 성분 분석 : Quercetin, Vitamin B12, Ascorbic acid, 

  

 바. 소비자 수용성 증진  홍보 분야

   방사선 조사 기술의 국가별 이용 황을 개 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의 인식 

 수용도를 분석하여 방사선 조사의 활용 범 를 확 하기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방사선 조사의 이용 황 : 한국, 국, 유럽연합, 라질, 일본, 미국, 헝가리, 크로아티아, 

남아 리카 등지의 황, 우유 살균  ready-to-eat 식품의 방사선 조사 인식 조사

   ○ 자선 조사의 이용 확

   ○ 고선량 식품 조사의 용 : 남아 리카 연구

   ○ 방사선 조사의 규정 법안 : 한국, 유럽연합, 오스트 일리아, 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규정 실태, Codex의 새로운 기  규정

   ○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기

   ○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 한국,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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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 행 내용  결과

제 1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 식/환자식/특수스포츠식/우주   

식)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1. 서  론

   식품제조  보존유통에서의 생화 기술의 발달, 공 보건과 련한 제반 시스템의 과학화

와 소비자의 의식수  향상, 그리고 의학의 부신 발 에도 불구하고  세계 으로 식품에서 

유래한 질병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Farkas et al., 1998; WHO, 1981).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식 등에 의한 집단 식 독 발생이 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병, 구제역, 조류

독감, 돼지 콜 라와 같은 가축 염병이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식 독이나 식품 련 질병은 집단 식이나 외식산업의 확 와 더불

어 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은 단체 식에서 더욱 심각하다(Mattila-Sandholm and 

Skytta, 1991; Kim and Kim, 1986; Son and Chyun, 2001). 식품 유래 질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 독과 염병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고 없이 발병하므로 사회 구성원 체에 극심한 심리

 불안을 래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  손실 한 막 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보건 생의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환자는 연간 약 650만～3,300만 명에 이르며 이  9,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질병 련 직 비용만도 29억～67억 달러이며 부가 인 경제손

실 비용은 197억～349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WHO, 1999). 이는 곧 재 시행 인 

다양한 식품 생화 기술과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HACCP) 등의 제도  장치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품의 생안 성 확보가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과 인 식품 생화 기술과 시스템의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만약 가 육을 포함

한 식육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50% 수 으로 용할 경우 미국 내 식 독 발생 건수는 88만명

이하로, 사망은 350건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여 방사선의 이용이 식품의 안 장과 

생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 고, 실제로 미 농무성은 2002년 말까지 미국 내 학

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 으며(2002. 10. 25.) 

학교 식에서의 생성 확보를 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2004년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FAO/IAEA/PAHO/WHO, 1992). 

   이와 같이 식품가공, 장  생화 방법으로 알려진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용 상 식품에 

한 장수명 연장, 살충, 살균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

고 있으며, 국제기구(FAO, IAEA, WHO, FDA 등)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그 건 성과 경제성

이 공인되어 재 39개국에서 40여 식품군, 230여 품목이 각국 보건 당국에 의해 허가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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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의 큰 장 은 식품을 완 히 포장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

화 기술로서 식품의 이차 오염없이 안 하게 생산할 수 있다(Kyzlink, 1990; Thayer et al., 

1994; Byun, 1997).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지난 반세기동안 선진국 심의 다각 인 연구에 의하여 발 되

어 왔으며 재의 어떤 생화 처리방법보다도 효과 이고 미생물학 , 독성학 , 유 학 , 

양학  안 성이 확보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FAO/IAEA/PAHO/WHO, 1992). 식품

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재 유럽공동체(EU), 미국 등의 선진국과 식량 수출국을 심으로 산업

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다(FDA, 1980; Giddings, 1992).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체제에 있

어 “ 생식물 검역조치의 용에 한 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M), “무

역의 기술  장해에 한 정”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 등이 체결됨으로써 국제

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한 산업  용은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ICGFI, 1994). 그러나 

일련의 연구성과와 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용도는 아직

까지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나 식품 생산자의 

이해와 수용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것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WHO, 1981; Loaharanu, 1994).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가장 안 하고 생 인 

식품이 공 되어야하는 학교 식에 이미 방사선 조사식품이 공 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인

식이 변하고 있다. 

 가.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군 력증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투인력으로 군 식용 식품류의 안  공 체계 

구축으로 군 식체계에서 기인하는 질병, 그 로서 재 문제시되고 있는 장균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등에 의한 식 독 등 군 단체 식에서 오염유기체에 의한 해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육군(U.S. Army)은 군 식체계에

서 방사선 기술의 이용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단하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여 실용화하

고, 최근에도 본 기술을 장기 장 식품  투식량 등의 특별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한, 

미항공우주국(NASA)와 공동으로 미래형 우주식품 개발에도 이용하여 일부 실용화하고 있다. 

 나.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2005년 3월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 정책보고에서 당해 연도를 “Space Korea 원년”으

로 선포하 고 21세기 첨단산업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분야의 진흥을 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과 시 성을 인지하여 2008년 4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 체류할 한국 우주인 양성사업을 진행 에 있다. 인간이 우주공간에 갈 경우 무엇보다

도 요한 것은 우주인의 심리  안정감과 우주방사선에 한 생체방호이다(Lane and 

Schoeller, 1999). 이  심리  안정감을 만족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 식품이다

(Holland and Marsh, 1994). 1960년  이래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우주식품 개발에서 자국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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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의 심리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왔다(NASA, 

2003). 재, 미국과 러시아만이 ISS에 우주식품을 공 하고 있으며, 부분이 자국식품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Bourland et al., 1989). 우주식품은 운송비용 등 그 특성상 가벼워야하며, 우주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식품유래 질환으로부터 우주비행사의 안 을 보장하기 해서 가능한 

한 무균상태로 멸균되어야 했다(Heidelbaugh, 1966). 따라서 아폴로 로젝트 등 기 우주비

행사용 식품은 완  건조되고 증기고압 멸균 처리되어 공 되었는데, 능 으로 매우 낮게 평

가되었다(Smith et al., 1975). 이로 말미암아 풍미가 고려된 완 한 식품에 한 요구가 증하

여 최근에는 반건조 식품이나 완  조리식품의 개발연구가 차 증가하고 있다. 우주식품은 모

두 지상에서 만들어지며 메뉴는 탑승 우주인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우주인들이 우주임무 수행 

시 필요한 비타민  필수 양소 권장섭취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에 맞

춰 식단이 만들어지고, 칼로리 요구량은 기  에 지소비량(Basal Energy Expenditure, BEE)에 

따라 결정된다. 식단은 매 7일 는 8일 마다 반복되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식품을 가져

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식품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Johnson Space Center의 우주식

품연구소의 식품과학자, 양학자, 그리고 식품공학자들에 의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우주식품

은 최종 으로 우주선에 선 되기 까지 양학  분석, 능평가, 장성 실험, 포장재 평가 

등 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 우주식품의 포장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세척의 번거로움

을 없앴다. 일반 으로 우주식품은 건조, 가열처리, 방사선조사, 수분활성도 감소, pH 조 ,  

특수 포장법 등을 이용하여 가공된다. 

   가까운 미래에는 3 가지 유형의 우주식품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지구에서 화성까지 약 

180일 정도의 편도여행시간이 소요되는 화성왕복우주선의 우주식품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제1

차 식품시스템은 포장식품이며, 샐러드와 같은 최소가공식품은 우주선 내에서 재배되어 공 되

며, 물은 유일한 이용자원이다. 둘째, 화성표면착륙기지용 우주식품이다. 략 600일 가량 정착

하게 되며, 야채류 이상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재배공간이 필요하며, 재배된 식품들이 

제1차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화성 기지용 우주식품으로서 임무 시 략 600일 가량 

정착하며, 화성기지는 10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임무 시 거의 90 % 이상의 식품을 

재배식물에서 얻게 된다. 한 장기우주임무에는 이러한 미래우주식품 시스템 이외에도 첨단생

명지원(Advanced Life Support, ALS)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기와 물을 재순환하여 사용하며, 

곡류를 생산하여 장 가능한 형태의 식품으로 가공하고, 고형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 등이 

첨단생명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다. 첨단식품시스템은 안 해야 하며, 양학 , 정신학 , 

그리고 우주인들의 기호도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주여행  탐험 임무에 이용될 3-5년의 

장기간을 가진 별도의 특수포장식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재배된 곡류를 원료와 제품으로 가

공시킬 장치나 기계 등을 고안, 제조,  유지하여야 한다.  

   기존의 식품가공/보존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방사선 조사기술과 병용하여 보다 안

하고 품질이 뛰어난 식품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우주식품 가공/보존기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나라의 국제  상 제고에 이바지하게 되며, 개발된 우주식품은 미

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군 투식량  비상/특수목  식량으로 이용가능하다. 조리, 

포장, 선량 조사의 병용처리로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특수식품 개발도 가능하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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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에 활

용할 수 있다. 21세기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정착기지에서의 

첨단식품시스템  인간생명지원시스템의 개발로 미래의 우주시 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군을 이라크 등에 병하여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우주공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상황은 매우 극심한 신경과민상태로서 심리  안정감의 회복이 무엇

보다 요하다. 미군의 경우 작  시 지침에서 식을 통한 심리  안정감 회복을 한 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육군교육사령부, 2004). 

   우주와 투상황과 같은 극한상황에서 식품의 역할은 매우 크며, 자국민에게 자국 음식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우주식품과 군 

투식량의 경우 냉장이나 냉동보 이 힘들고 장기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 식품가공

방법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우주항공국(NASA)의 경우, 미 육군 Natick 연구소와 공동으로 1960년 부터 우주식품과 

군 투식량 개발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핵심기술로 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GIA, 2005; De Bryun, 2001). 특히 육가공제품은 그 특성상 식인성 병원균의 성장으로 식품의 

안 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Passos and Kuaye, 2002),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한 가공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Farkas, 1998; Thayer et al., 1994; Thayer 

and Boyd, 1994), 미생물 제어로 인한 생 증진 효과 뿐 만 아니라 그 건 성 한 입증되었

다(Kang et al., 1998). 특히 40 - 50 kGy의 고선량 조사를 통한 멸균 즉석 육가공품 제조 등에

서 실용화를 달성하고 있다(De Bryun, 2001; Minnaar, 1998).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화학  처리와는 달리 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생화 기술로 

미생물학 , 독성학 , 유 학 , 양학  안 성이 확보된 가공기술이다. 최근 선진국을 심

으로 식품의 장성 증진  완  멸균을 해 고선량 조사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몇

몇 연구에서 고선량 조사에 의해 식품의 풍미, 질감, 색 등과 같은 능  특성이 변화되었다

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조사에 의해 식품의 갈변 상이 일어났다는 결과가 보

고되어있다. 식품의 가공  장  일어나는 비효소  갈변반응은 식품의 갈색화를 비롯하여 

flavor 생성, 물성 변화 등 식품의 능  품질 뿐 아니라 양 생리  기능성  안 성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반응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식품 특히 분식품의 갈변 상이 일어나 

소비자 수용도가 하되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

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  갈변 반응의 원인  기작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 이다. 

   그 동안 가열처리에 의한 Maillard 반응과 같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amino와 carbohydrate

사이에서 갈변 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제시하 다. 즉 방사선 조사식품의 갈변 반응은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산물의 상호반응으로 고분자 착색화합물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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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설일 뿐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  갈

변반응에 한 원인  반응경로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비효소  갈변반응은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 인 억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비효소  갈변 반응은 온도, 

pH, 수분활성, 그리고 농도와 같은 환경요인에 따라 반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조 하여 

반응속도를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까지 연구된 억제방법으로는 sulfhydryl 성분

첨가, 아미노산 그룹의 acetylation화 그리고 antioxidant 처리 등이 있으나 효과가 미약하거나 

독성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  갈변 반응이 

Maillard 반응인지 caramelization 인지 아니면  다른 반응인지 반응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여 감마선조사식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감마선 조사된 분의 주

요 특징은 성의 감소, 효소  가수분해의 감수성 증   용해도의 증가와 팽윤력의 감소가 

그것이며, 이러한 상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분의 depolymerization에 의한 결과로 보고되

고 있다. 한 최근 가열시 성이 무 높은 천연 분의 단  해결  노화억제 방법의 일환

으로 변성 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 분야에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변성 분의 

개발 한 진행 이다. 

   분과 감마선 조사와 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Lee et al. (2000) 등 은 메 분에 

0～30 kGy 범 의 감마선 조사 시,  조사량에 따라 색도가 낮아지는 값을 나타내었으며, DSC

를 통해서 본 To호화개시 온도  ΔH 엔탈피의 측정치는 최소 59.70℃, 최  66.57℃이었으며, 

ΔH 엔탈피는 최소 0.22 J/g와 최  1.315 J/g를 보여 6배나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 다. Jang 

et al. (2004)은 감마선 조사한 칡 분의 올로지 특성을 실험한 결과 감마선 조사를 하지 않

은 것과 5 kGy의 감마선 조사를 한 3～6%의 호화 칡 분 용액의 올로지 유동거동은 의가

소성을 나타내었으나, 10～3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τy=0인 dilatant의 유동거동 특성을 

보 다고 보고하 다.  Jang et al. (2002)의 경우 칡 분에 0～30 kGy 범 의 감마선 조사 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 로즈 함량, 용해도, alkali number, blue value가 증가하

고, 팽윤도는 감소하 으며, 색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b값(yellowness)은 증가하고, a값

(redness)은 감소하면서 L값(lightness)은 증가하 으며, SEM으로 찰한 입자형태는 감마선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다각형 모양에서 둥근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찰하 다고 보고하 다. 

Ahn et al. (2004)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분에 0～6 kGy 범 의 감마선 조사 시, 모든 시료

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고, 용해도  알칼리수는 유의

으로 증가한 반면, 팽윤력은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 다. 

MacArthur and D'appolonia (1983)은 에 0.5～3 kGy 범 의 감마선 조사 처리 시, 조사

선량이 증가 증가할수록 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분자내의 수소결합이 

끊어짐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 다. Kwon et al. (2002)은 도토리의 해충방제를 한 감마선 

조사가 도토리 분의 이화학   능  특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결과, 분의 기계  

색도는(Hunter L, a, b)는 0.25～10 kGy 범 에서 변화되지 않았으며, X-선 회 분석에서 회

양상은 분입자의 무정형 부분이나 결정성 역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물결합력, 팽윤력, 용해도, 호화양상 등은 조사선량의 증가로 변화를 보 으며, 0.5～1 kGy 

범 에서는 분의 이화학  특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으며, 반 인 물성 인자들은 1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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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3 kGy 이상에서는 경도, 착성, 씹힘성 등에 변화가 심하

다고 보고하 다. Sabularse et al. (1992)은 Brown rice에 1～3 kGy 감마선 조사 처리하여 색

도 측정결과 노란색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Kim and Shon (1998)은 보리, 옥수수, 두, 팥 

등에 1.2, 10.1, 30.5 kGy의 감마선 조사 처리 시 수분함량과, 조지방 함량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TBA(2-thiobarbituric acid)가는 30.5 kGy로 조사한 보리와 옥수수에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 , 옥수수, 메 , 육류 등에 한 감마선 조사처리에 한 장성과 미생물 

계의 실험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분에 한 방사선 조사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특히 타피오카 분의 감마선 조사에 한 물리 , 이화학  특성 변화에 한 연구보고는 

무한 상태이다.

   죽은 곡물에 물을 많이 부어 오랫동안 가열함으로서 곡물의 알이 부서져 매우 연하게 되고 

녹말이 완 히 호화되어 풀의 상태까지 되게 하는 음식으로서 소화가 매우 쉬우므로 주식의 

개념보다는 노인, 유아, 환자 음식과 같은 보양 건강식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재 국내 죽

제품의 시장규모는 략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식생활의 변화가 차 편의식을 선

호하는 경향으로 바 면서 간편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의 성향을 볼 때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한편, 노인층을 상으로 하는 특수환자식의 경우, 환자의 고령으로 

인해 소화효소 분비 감소  생리  기능 하로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가 나타나, 성이 무 

높은 경우 연하곤란이 되거나 목이 메는 상이 나타나므로 죽․미음의 농도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 인 경제성장으로 반 인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2002년 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체 인구의 약 7.9%이며 인구의 고

령화 비율은 더욱 증가될 망이므로 노인식에 한 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유식의 경우 로부터 사용하 던 곡분 이유식은 성이 무 높고 열량 도가 낮으며 탄수

화물 소화에 여하는 주요 효소 의 하나인 췌장 α-amylase의 분비가 미비하여 설사와 흡수 

불량을 일으키는 단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처리와 효소처리, 산-가교처리한 가루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 다. 최근, 감

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분의 물리, 화학  성질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마

선 조사는 분의 구조 괴  분자량변형의 원인이 되는 자유래디컬을 생성한다. 따라서, 많

은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가 분의 성감소, 수용성  산도 증가와 같은 이화학  변화를 일

으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조사된 곡류가 죽 제조시 도가 감소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곡류

의 농도를 증가시킨 몇몇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의 식생활에 가장 애용되는 주식으로 최근 다양한 식생

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밥을 이용한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식품의 장안 성 측면에서 볼 때 냉동, 토르트, 동결건조, 무균포장 등의 방법

으로 가공한 제품은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물리  가공처리 없이 제조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비교  짧아 생학  안 성확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2-3일정도의 단기간 

장을 요하는 제품에 해서는 장성  색, 맛, 텍스쳐 등의 능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

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밥의 장성  품질 향상을 한 방법으로는 녹

차추출물, Allyl Isothiocyanate, 식염, 자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의 당 첨가, 계면활성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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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인산염, 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첨가와 같이 많은 첨가제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이들 첨가제들은 단지  분의 노화방지, 경도감소, 미생물 생육억제 등의 국한

된 부분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며, 오히려 밥 고유의 색, 향, 맛 등의 능  품질에 좋지 않

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용화를 한 방법으로 하지 않다. GDL(Glucono delta-lactone)

은 수용액 상태에서 아주 서서히 가수분해되면서 acid form인 gluconic acid로 환되어 25℃

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lactone 과 acid form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GDL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알려진 물질이며, 주로 두부 등의 식품에 응고제(coagulate), 팽창제

(leavening agent), pH 하제(acidulant)로 사용되지만, 훈연육과 염지육, asparagus 등에 첨가

하여 색 고정  텍스쳐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한, GDL이 다른 

pH 하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두가지 특성은 식품의 pH를 서서히 감소시킨다는 과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식품에 첨가할 경우 식품고유의 능  품질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최근 소비자들의 편의식품에 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과실  채소류를 단순히 세척, 박

피, 제핵  단 등의 처리만을 한 최소가공품(minimally processed products)의 생산량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가공 채소류는 최소가공 후에도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체 내에 일반 으로 총균수 기  5～7 log CFU/g정도 오염되어

있다. 이  일부는 식품의 안 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식 독 원인균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가공 채소내의 미생물 번식을 막기 하여 염소 소독, 가스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s packaging, MAP), 감마선 조사 등을 단용 는 병용 처리한 후 그에 따른 용 

효과와 합한 용 조건의 규명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밥은 김으로 밥과 찬류(단무지, 계란, 햄, 어묵, 오이, 시 치 등)를 말아 놓은 즉석식품

(ready-to-eat foods)으로 식품공 에서는 이를 도시락, 햄버거, 샌드 치 등과 더불어 복합조리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밥은 주로 가정에서 도시락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편의 의 발달  랜차이  사업의 확 와 더불어 외식산업  매장에서 상품화된 식품으로 

유통  소비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김밥 제조 시 필요한 재료들은 수분활성도가 

높고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한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보존이 어려운 문제 이 있다. 한 김을 

포함해 김밥에 들어가는 부재료에서 오는 미생물 오염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작업자의 생상

태, 제조과정  포장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으로 인한 미생물학  안 성, 보존성의 제한  

생  험도를 가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밥제조 시 필요한 재

료  마른 김의 경우 해수, 공기  제조과정 의 2차 오염 등에 의하여 10
6
 CFU/g 내외의 

미생물이 분포하는데 이는 김을 굽는 과정에서도 사멸되지 않아 생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선채소류  시 치  오이는 양성분이 어 그 자체로는 미생물의 생장이 제한되지만 

토양에서 유래한 미생물의 오염원으로 다른 식품에 교차오염을 유발할 험성이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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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이용한 ready-to-eat 제품은  계란, 구운 계란, 장조림, 계란말이, 계란 찜, 계란두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란 조리제품의 다양화

가 어려운 가장 요한 요인은 제품의 보존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가공한 RTE 제

품은 수분이 높고 양물질도 풍부하여 미생물이 생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Hmmack 

et al., 1993; Theron et al., 2003). 한 계란의 난각에는 식 독의 주요 원인 미생물인 

Salmonella와 여러 종류의 enteric bacteria가 분포하는데 조리나 가공과정 에 이들 미생물에 

의한 교차오염  2차 오염의 험도가 크다(Jang et al., 1999; Jones et al., 1995; Gast and 

Gast, 1992). 따라서 계란을 이용한 RTE 제품의 상품성 확보를 해서는 제품의 미생물 제어 

 보존 안정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란 는 생란의 1차 가공제품에 한 보

존안 성에 한 연구결과(Lee et al., 1996)와 즉석식품 형태의 계란말이 등에 한 결과(Kim 

et al., 1998)가 일부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 산업 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 에는 이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사선 조사 기술은 미생물의 살균에 의한 식품  농산물의 부패방지와 여러 공 보

건산물의 생화에 매우 효과 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차 그 이용범 가 확 되고 있다(FAO/IAEA/WHO Study Group, 1999; 

Byun, 1997; Grant and Patterson, 1992). 특히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을 선택 으로 살균할 수 있고 포장상태에서도 살균처리가 가능하

여 제조공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Thayer, 1994) 계란을 

이용한 RTE 식품의 살균에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상된다. 계란  난 가공품에 한 감마선 

조사의 국내 연구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계란의 알러지원성 제거에 한 연구(Kim et al., 

2002; Lee et al., 2002)와 김밥에 첨가되는 계란말이의 살균(Kim et al., 2003)에 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란액의 감마선 살균에 한 연구(Li et al., 2000)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계란가공 RTE 식품 가운데 독특한 질감과 능, 기능성 부여 등의 마  개

념으로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운 계란을 포장하여 이를 각종 휴게시설, 학교, 자 기 

등 상온유통 조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보존안 성을 확보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으며 

감마선 조사와 고온 가압살균을 비교하여 상온보존 조건에서의 미생물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포장된 구운 계란의 정 살균조건과 미생물학  유통기한을 설정하 다.  

   식품규격 국제 미생물 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 

for Foods of Codex Alimentarius)는 Enterobacter sakazakii를 “특정집단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거나 심각한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치명 인 미생물”로 분류하고 있다. E. sakazakii는 정상

인 유아에게는 감염 험이 높지 않지만 면역기능이 약한 체 아나 조숙아의 경우 패 증

이나 심할 경우 뇌수막염, 괴사성 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사율은 20%에 이른다. E. 

sakazakii는 주  환경, 식품에서 다양하게 검출되지만, 식 독 사고의 주된 매개체는 분말 유아

식으로 주로 건조  포장 과정에서 오염된다.

   벌꿀은 유통과정 에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내삼투압성 효모(Saccharomyces mellis, 

Torulopsis spp., Cryptococcus spp.), 호삼투압성 사상균 효모 (Saccharomyces, Schizosaccharomy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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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ula), 일부 호기성 세균과 Clostridium 포자로 인해 오염이 되기도 하며, 때론 유아들에게 치명

인 험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균을 제거하기 한 효과 이고 간편한 

체 방법이 요구된다. 

   난황을 착색시켜 제조된 홍란은 제품의 외 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

호도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알 가공품으로 알려져 있다. 달걀 난황색의 경제  요성 때문

에 천연 는 합성 색소를 이용하여 난황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 알 

가공품은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풍부한 양분을 가지고 있어, 가열처리, 염처리, 제조시의 살

균, 완제품의 온보 에 의한 미생물 증식억제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다양

한 알 가공품이 시 되고 있고, 미생물 안 성에 한 일련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

나 알 가공품 특성상 미생물 살균의 여러 제약이 있다. 

   유아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연령 가 선호하는 기호유제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양소 함량, 성 pH, 그리고 상 으로 긴 장기간 때문에 미생물에 오염될 

소지가 크다. 한 아이스크림 제조공정  살균, 냉동  경화 공정에서 부분의 해미생물

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온 장  유통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 상 으로 안 하다

고 여겨질 수 있다(Kim et al., 2004). 그러나 Kozak et al. (1996)은 미국 내 시 되는 아이스크

림류 제품에서 상당수의 Listeria monocytogenes와 Yersinia spp.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 

Kim and Yoon (1998)은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 유제품 면 수입 개방에 있어서, 병원성 미생

물 추  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요 식 독균으로 두된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등과 같은 세균에 한 실험  정보가 빈약하다고 지 하 다. 

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   능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

서 유래하는 식품기인성 미생물로부터의 험을 상당히 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생화 방

법이다(Byun, 1997). 그러나 방사선 조사는 라디칼 생성으로 인해 지방산화를 진시킴으로 지

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품질이 하되기 쉽다. 그러나 세계 최 로 식용유지 제조공정에

서 지방산화의 진없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잔류 클로로필을 제거, 산화  지방산화를 

억제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Byun et al., 2002).

   수정과와 같이 독특한 풍미와 기능성을 갖는 음료들은 에게 기호도가 높고, 분말화하여 

가볍게 만들 경우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무게의 이 으로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 통음료를 

편의식으로 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미

생물학  안 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  수화 후 잘못된 보

으로 인한 미생물 생육으로 인해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방사선 조사 식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의 하나는 지질산화와 단백질의 분해에 따른 

조사취(off-odor)의 발생이며, 이러한 조사취의 발생은 방사선 조사 과정  유발되는 자유 라

디칼 산화에 의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으며, 산업화 확 에 큰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숯

은 생물체의 산화를 막아주어 부패 미생물의 서식 환경을 정화하고, 환원작용에 의해 주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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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선도를 높여 주며, 물을 정수하고,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하며, 냄새의 원인이 

되는 양 자를 흡수하여 탈취하며, 니코틴과 같은 독성물질  자동차 배기 가스, 농약 물질과 

같은 공해물질을 제거한다. 따라서, 숯은 요리, 농업, 공업, 환경개선, 건강생활, 공 ,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고춧가루와 같은 향신료는 색택과 신미성분의 요성과 함께 장  세균  곰팡이의 혼

입이나 상업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요하게 여겨진다

(Kwon et al., 1987). 이들의 살균 살충방법들로는 ethylene oxide, ethylene dibromide, 

propylene oxide등이 사용되어 왔으나(Wesley et al., 1965) 잠재독성으로 인한 안 성 문제로 

국내외 으로 사용이 지되는 상태이다(Byun, 1985; Byun et al., 1996; UNEP, 1995). 장  

검역해충 사멸이나 살균․ 생화 처리의 체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과 증기

살균처리에 따른 고춧가루의 미생물 오염도, 색도측정,  capsanthin의 변화를 비교 검토되어

야 한다.

   각종 미생물은 식품 가공산업에서 다양한 곳에 성장한다.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며 자라는 일

부 미생물은 세척  미생물로 인한 비 염을 더 어렵게 한다. 물에 존재할 경우 바이오필름

은 처음 미생물이 흡착된 곳에 합되어 생성된다. 바이오 필름과 련있는 세포는 planktonic 

cell의 생존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이는 바이오 필름을 둘러싸고 있는 exopolysaccharide(EPS)

의 형성 때문이다. 그래서 EPS의 제거는 매우 요하다. EPS가 제거되면 바이오 필름이 형성

되었던 표면에 다른 미생물이 형성될 수는 없다. 염소는 EPS를 분해시키는 화학  방법이다. 

염소 화합물의 표 인 인 Sodium hypochlorite는 소독제로서 주로 이용되어 세균의 침해

를 방한다. Sodium hypochlorite는 부분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데 효과

이고 강한 oxidizing agent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감마선 조사는 방사선 살균으로 가장 리 알

려져 있는 기술이고, 원료가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면 민감할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식

품용기에 세균으로 인한 바이오필름에 한 감마선 조사 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

이다. 동물사료 등을 포함한 간 식품은 일차 으로 가축의 질병을 유발시키고, 그 도체로부터 

가공된 축산가공제품의 오염  2차 으로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식품 체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간 식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오염유기체의 해 

요소를 제거하기 한 효과 인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규제의 강화와 소비자의 식품보존료 무첨가 상품의 요구 증가 등 소비자의 건

강 지향  욕구가 증 됨에 따라서 식품산업에서의 생  품질 리는 그 요성이 더욱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   능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품기인성 미생물로부터의 험을 상당히 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생화 방법이다.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완  포장 후 살균이 가능하고 

잔류독성이  없으며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하여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선량 는 선량의 경우 방사선에 한 

항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 방사선 조사 후에도 사멸하지 않고 잔존하며 유통 기간 에 식

품을 변질/부패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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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시 료 Code 제조/ 매회사 비고

육가공품

스햄 A 동양 살균제품

비엔나 소시지 B

닭고기 패티 C

곡류가공품 햄버그식빵 D 명종합식품

두류가공품 두부 E

건조향신료 고추가루 F

비가열조리식품 가공샐러드 G 세양 살균제품

소스류

머스타드소스 H 세양

타르타르소스 I 태림

칠리소스 J 삼조셀텍 살균제품

우리치킨버거소스 K 한국육가공 동조합

양념치킨소스 L 동양

2. 연구내용  방법

 가.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 개발

  (1) 방사선 식품조사기술 개발 략 수립  硏․軍 합동 군 식 생 실태 조사

   (가) 시료

   재 군 식에 이용되는 식재료 12종(Table 1-1)을 멸균팩에 수집하여 4℃로 이송, 보 하

으며, 수집 후 12시간 이내에 분석하 다. 

Table 1-1. 군 식의 식재료 해도 평가에 이용된 시료

   (나) 미생물학  평가방법

   각각의 시료 10 g을 clean bench내에서 무균 으로 취해 시료 량의 9배의 멸균 peptone

수를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LA, USA)로 2분간 균질하여 시험

액으로 사용하 다. 시험액을 각 미생물의 정 선택배지에 종하고 정 배양온도에서 2-4일

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 다. 각 미생물군의 선택배지와 배양온도는 표2와 같다.

   (다) 방사선 조사 군 식품의 능품질 평가

   평가시료

 식재료 용 조사선량 조사효과 범 용 조리식품

패티 5 kGy 해미생물 사멸 햄버거

고춧가루 5 kGy 효모, 곰팡이 사멸 콩나물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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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료 조리 방법

   콩나물 무침

    생콩나물 800 g을 손질  수세한 후 물 1 L를 넣고 뚜껑을 닫은 채 15분간 가열한 후 찬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 다. 삶은 콩나물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양념하 다. 이때, 삶은 

콩나물의 1인 1회 제공 시료량은 약 30 g이었다.

삶은 콩나물 다진 마늘 생강 맛소 참기름 고춧가루

100g 16g 15g 2g 2.55g 4g 4g

   햄버거

    모닝빵(직경 5-6 cm)을 반으로 잘라 비하 다. 홍피망, 청피망, 양 를 약 5 mm의 두께

로 채썰어 비하 다. 양상추는 손으로 약 5×5 cm의 크기로 잘라 비하 다. 스테이크소스와 

마요네즈를 1 : 1.2의 비율로 섞어 소스로 만들었다. 햄버거 패티를 식용유에 가열하 다. 모닝

빵에 ②-⑤의 재료를 넣어 햄버거를 만들었다. 이때, 50회 분량의 햄버거 제조에 홍피망( ), 청

피망( ), 양 ( )가 각각 6개씩, 양상추(800 g) 2개가 소요되었다.

   평가 시료 제시 모습

  

  (2) 군 식체계의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 용  실용화 선행 식 용 평가

   (가) 시료 비  처리 

   본 실험을 해 사용한 식품재료는 모두 재 군 식에 납품되고 있는 제조 직후의 것을 

수거하여 실험에 이용하 으며, 품목별 시료의 포장방법, 감마선 조사선량  장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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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과 같다. 어묵은 roll 형태의 구운어묵을 사용하 으며, 멸균된 나일론 bag에 담아 함

기/진공포장 한 후 각각 2.5, 5.0, 7.5  10 kGy로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된 시료

는 다시 5℃  30℃에 나 어 장하 다. 닭고기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해동시킨 뒤 닭 가슴

살을 분리하고, 나일론 bag에 함기  진공 포장한 후 (2.5, 5.0, 7.5  10 kGy)와 고

(20  30 kGy)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다시 5℃  30℃에 나 어 장하 다. 햄버그 

빵은 포장그 로의 상태로 감마선 조사(1.0, 3.0  5.0 kGy) 한 후 각각 5℃  30℃에 나

어 장하 다. 한편, 고춧가루 시료는 함기/진공 포장한 후 각각 2.5, 5.0, 7.5  10 kGy 감마

선을 조사하 으나 장기간 의 품질변화는 측정하지 않았다.  

   (나) 방사선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10±0.5℃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Table 23에 표기

한 바와 같이 각 시료에 한 방사선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erick 

dosimetry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0.1 kGy이었다.

   (다)미생물 분석 

   방사선 조사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각 시료별로 평가미생물 

항목을 설정하 다. 즉, 어묵과 닭고기는 총균수, 장균군  살모넬라를, 빵과 고춧가루는 이 

외에도 효모  곰팡이수를 측정하 으며, 각 미생물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 10 g에 

90 mL의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USA)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이 용액을 다시 멸균 

peptone수로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USA), 효모와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USA), 장균군은 Eosin 

Methylene Blue Agar (EMB, Difco Co., USA), 살모넬라는 Bismuth Sulfite Agar (BSA, Difco 

Co., USA) 도말하 다. 총균수  장균과 곰팡이는 30℃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으며, 

장균군과 살모넬라는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

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다. 

   (라) 지방산패도(TBA) 측정

   어묵  닭고기에 존재하는 지방의 산패도(2-Thiobarbituric Acid value, TBA value)를 다음

과 같은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시료 0.5 g을 50 mL conical 튜 에 넣고 50 ㎕의 BHA(7.2 

% in ethanol)와 15 mL의 증류수를 넣고 균질기(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균질화 한 시료 1 mL을 2 mL의 thiobarbituric acid (TBA)/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20 mM TBA in 15% TCA)과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탕 가열하 다. 시

료를 냉각한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15분간 2000 rpm의 속도로 원심분리 한 후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상등액의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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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 (mg/Kg)의 농도로 계산하 다. 

   (마) 물성 측정

   구운 어묵의 물성특성은 최 단력과 총 단력을 측정하여 구하 다. Blade set with knife

가 장치된 texture analyser (TX-XT 2i,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

용하여 시료에 수직으로 완 히 단한 후 strength (N/mm) - time (s) 그래 로부터 최  

peak에서 최  단력을, 그래 의 면 에서 총 단력을 계산하 다. 이 때의 실험 조건은 

pre-test speed 3 mm/s, test speed 3 mm/s, post-test speed 5 mm/s이었으며 distance는 15 

mm 다. 햄버그 빵의 물성측정은 포장을 개 한 즉시 측정하 으며, 이때의 조건은 pre-test 

speed 3 mm/s, test speed 2 mm/s, post-test speed 5 mm/s 으며 plastic plunger 

(cylindrical type, 10mm diameter)를 사용하여 75% deformation ratio 하에서 10회 반복 측정

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 곡선을 얻었다. 시료의 경도, 응집성, 착성, 씹힘성, 탄력성  

검성은 TPA (Texture Profile analyser) parameter로부터 구하 다. 닭 가슴살의 텍스쳐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닭 가슴살을 폴리에틸  포장지에 넣은 후 항온 수조(80℃)에서 

고기의 내부 심 온도를 75℃로 하여 30분 동안 가열하 다. 상온에서 식힌 가슴살에서 심 

부분을 채취한 후 1 ㎝ × 1 ㎝ × 1 ㎝의 입방체로 잘라 고기 결 반  방향으로 단하여 단

력을 측정하 다. Blade set with knife가 장치된 texture analyser (TX-XT 2i, Stable Micro 

System Ltd., England)를 사용하여 시료에 수직으로 완 히 단한 후 strength (N/mm) - 

time (s) 그래 로부터 최  peak에서 최  단력을, 그래 의 면 에서 총 단력을 계산하

다. 이 때의 실험 조건은 pre-test speed 3 mm/s, test speed 3 mm/s, post-test speed 5 

mm/s이었으며 distance는 15 mm 다. 

   (바) 가열감량 측정

   닭 가슴살의 가열감량은 닭 가슴살의 무게를 측정하고 폴리에틸  필름에 넣은 후 항온 수

조에서 고기의 내부 심 온도를 75℃로 하여 30분 동안 가열한 다음, 상온에서 식힌 후 감량

된 무게를 측정하 다. 이때 감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 다.

 

가열감량(%)=
조리 전 무게(g)-조리 후 무게(g)조리 전 무게(g)

×100

   (사) 색도측정

   방사선 조사된 군 식용 햄버그 빵의 색도는 안쪽과 바깥쪽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고춧가루는 동일한 크기의 nylon bag에 100 g 씩 담아 측정하 다. 닭 가슴살의 색도측

정은 닭가슴살의 심부 를 분리하여 가열하지 않고 직  색도측정에 이용하 다. 한편 모든

시료의 색도측정은 Hunter 색차계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 

100kC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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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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 평가

   어묵의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3명의 패 을 상으로 특성을 평가하 다. 

본 실험에 앞서 비훈련을 통하여 시료의 각 특성과 정의를 확립한 후 각 특성에 한 단

기 이 확립되어 측정능력의 재 성이 인정되었을 때 본 실험에 임하도록 하 다. 특성 평가는 

감마선 조사 직후 가열처리하지 않은 어묵에 해 조사취, 어묵 고유의 풍미, 부패취, 부패로 

인한 액질형성 4 항목에 하여 7  평 법으로 측정하 으며, 1 은 그 강도가 ‘매우 약하

다’에서 7 으로 갈수록 ‘매우 강하다’로 나타내도록 하 다. 햄버그빵  닭고기의 능  품

질은 감마선 조사식품에 훈련된 22명의 패 을 상으로 감마선 조사 직후 조사구와 비조사구

의 능  차이식별 검사(3  평 법)  수용도 검사를 실시하 다. 능검사 상인 빵은 별

도의 가열처리 없이 5 cm × 5 cm의 크기로 잘라 지름 10 cm의 흰색 시에 각각의 시료를 

담아 제시하 으며, 닭가슴살은 85℃ 항온수조에서 시료의 내부온도가 70℃가 될 때까지 가열

한 후 제시하 다. 한, 닭가슴살은 시료의 번호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불규칙 인 세 자리의 

수를 부여하 다. 차이식별검사는 패 에게 두 개의 비조사구와 한 개의 조사구를 동시에 제공

한 후 세 시료  능 으로 다르다고 평가되는 시료를 선별하도록 하 다. 수용도 검사는 각

각의 시료에 한 외 , 풍미, 질감, 맛의 항목에 한 수용도를 5  평 법(1. 매우 좋지않다; 

2,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다.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한 시료는 모두 30 kGy로 감마선 조사된 시료를 이용하 다. 시험

에 사용된 균주는 S.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으로 한국

화학연구소 안 성센터에서 분양 받아 형질을 확인 후 사용하 다. 사활성화를 한 간 균질

액(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 으며, 5%(v/v)의 S9 mix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S9 mix는 0.5 mL/plate

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 으며, 양성 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SA)  2-Aminoanthracene (2-AA)를 Sigma

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

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사활성계 용(+S)  미 용(-S) 하에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 으며, 각 농도별로 3개의 plate를 사용하 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 (혹은 멸균 증류수) 0.5 mL에 nutrient broth에서 12시간 배양시켜 수기(약 2×10
9 

cells/mL)상태에 이르도록 한 배양액 0.1 mL을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응고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시험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

연변이 유발성의 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3) 감마선 이용 장기 안 장 특수 작 식량 (햄버거 패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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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햄버거 스테이크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햄버거 스테이크는 원료  부재료를 비한 후 배합 순서에 맞게 혼합

하 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를 배합순서에 맞게 혼합기(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1차 혼합 8분, 2차 혼합 2분, 3차 혼합을 1분간 실시하여 혼합하 으며, 항산화제는 1

차 혼합시 첨가하 다. 혼화육(meat mixture) 50 g을 mould(5×5×φ1 cm)를 이용하여 10mm의 

두께로 성형한 후 가열처리를 실시하 다. 가열은 85℃로 열된 Cooker(NU-VUES-3 cooker, 

Menominee, Mich)에서 심온도가 75℃가 될 때까지 실시한 후 상온에서 방냉하고 알루미늄

과 PE가 라미네이 된 멸균된 복합필름 포장재를 사용하여 CO2:N2가 75:25인 혼합가스를 치

환, 충 하여 포장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장 시험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5, 10,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감마선 조

사된 시료는 5℃에서 4개월 동안 냉장 장하며 2주 간격으로 시험을 실시하 으며, 가속 장

시험을 해 30℃에서 3주간 장하면서 시험하 다.

   (다) 미생물 생육 시험

   햄버거 스테이크를 주어진 조건에서 장하면서 장기간 동안 총균수  장균군, 

Pseudomonas/Aeromonas를 검사하 다. 

   미생물 시험을 해 시료 10 g을 clean bench내에서 멸균 nylon bag(10×15cm; Sunkyung 

Co. Ltd)에 담아 시료 량의 9배의 멸균 peptone수(0.1%함유, Difco Lab., Detroit, MI, USA)

을 넣고 Stomacher Lab Blender(Model 400, Tekmar Co., USA)로 2분간 잘 균질하여 시험액으

로 사용하 다. 시험액을 각 미생물의 정 선택배지에 종하고 정 배양온도에서 2～4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USA)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각 미

생물군의 선택배지와 배양온도는 다음과 같다. 총균수는 Nutrient agar(Difco), 장균군은 

EMB agar(Difco), Pseuconomas/Aeromonas는 GSP agar(Merck, KGaA, Germany), 

Salmonella/Shigella는 SS agar(Difco)를 사용하여 검사하 다. 총균수  Pseuconomas/Aeromonas

는 30℃, 장균군과 Salmonella/Shigella는 37℃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

수하 다. 이 때, 장균군은 EMB 배지에서 검은 집락 는 속성을 띄는 흑녹색의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물 수는 시료 1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검출을 한 최

소 계수 한계치는 10
1
 CFU/mL이었다.

   (라) 지방 산패도 측정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법으로 측정하 다. 즉, 시료 5 g에 50 μL

의 BHA(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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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Germany)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2,000 rpm, 15분간)한 후, 상

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 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g meat (wet weight basis)으로 

표시하 다.

   (마) Hardness (경도) 측정

   햄버거 스테이크의 장기간에 따른 경도 변화를 찰하 다.  Texture analyser(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lastic plunger(cyclindrical type, 10 mm 

diameter)로 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25%, load cell 5 kg의 조건으로 1회 

압착시험을 실시하여 경도(hardness)를 측정하 다.

   (바) 색도측정 

   시료 단면을 color/color colorimeter(Spectrophoto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아) 능평가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2인의 panel을 상으로 두 차례 비실험을 거친 

후 본 실험을 하 다. 평가에 이용된 시료는 냉장 장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이었으며, 시

료의 공 은 microwave oven(Re778-BR, Samsung, Co., Seoul, Korea, 2450MHz, 650W)을 이

용하여 3분간 가열한 후 제공하 다. 맛, 향기, 색상, 질감, 체 인 선호도 등의 5 개 항목에 

하여 5  평 법(1 매우 싫다, 2 싫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다.

   (자) 통계처리  결과의 평가

   모든 실험은 4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

 software(13)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

용하여 평가하 다(P<0.05).

  (4) 군 식용 원료육  육가공제품의 품질평가를 한 분석방법 확립

   (가)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원료는 논산축  식육유통센터에서 도체의 최종등 이 A～E 등 인 돈정육

을 각각 5～10 도체씩 구입하여 사용하 다. Hydroxyproline 함량 분석을 해서는 시료로부

터 지방을 제거한 후 사태(semitendinosus)를 임의 으로 분리하거나 후지(fresh ham) 체 부

를 모두 분쇄하여 시료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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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방법 

   Hydroxyproline 정량

   분쇄된 시료 10 g을 6 N HCl 100 mL에 넣고 110℃에서 18시간 이상 산 가수분해 한 후 

NaOH를 사용하여 pH 7로 화시킨 다음 증류수를 사용하여 1000 mL로 정용하고 여과하

다. 가수분해된 여과액  50 μl에 56 mM chloramine T reagent (Sigma Chem. Co. Ltd. St.lous 

Mov., USA) 900 μl를 넣어 실온에서 25분 동안 산화시킨 후, 1 M Ehrlich's reagent (Sigma 

Chem., USA)를 1 ml 첨가하고 65℃에서 20분 동안 가열한 뒤 실온까지 방냉한 후 550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사용된 표 물질은 4-hydroxyproline (Sigma Chem., USA) 이었

으며, 농도를 2 ～ 20 μg/ml의 범 로 하여 표 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 내 hydroxyproline의 

양을 환산하 다.

   조단백 함량 분석

   시료 0.3 g을 정량하여 Kjeldahl 라스크에 취하고, 여기에 비등석과 HgO 매, 진한 

H2SO4 10 ml을 가하고 서서히 가열하여 분해하 다. 시료 분해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증

류수 30 ml을 가하고, NaOH 용액을 넣어 Kjeldahl 증류장치에서 가열하여 증류되어 나오는 

암모니아를 H3BO3가 들어있는 수기에 포집시켰다. 이때 증류액이 250 ml 정도가 되면 암모니

아는 거의 추출되어 나온 것으로 보았으며, 증류가 끝나면 청록색의 수용액이 회백색이 될 때

까지 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조단백질 함량으로 환산하 다.

조단백질(%) =
0.0014×(V1-V0)×F×D×N

× 100
S

V1 : 본시험의 0.1 N-HCl 용액의 정 소비량(ml)

V0 : 공시험의 0.1 N-HCl 용액의 정 소비량(ml)

F : 0.1 N-HCl 표 용액의 역가

D : 희석배수

N : 질소계수 (6.25)

S : 시료의 채취량(g)

   모델육제품 제조  품질 평가

   햄버거 패티의 제조 

   햄버거 패티는 국내 생산업체에서 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실험에 사용된 원

료육은 돈육 후지 부(全部)를 사용하 으며, Table 3와 같이 원료  부재료를 비한 후 배

합 순서에 맞게 혼합하 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를 혼합기(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1차 혼합 8분, 2차 혼합 2분, 3차 혼합을 1분간 실시하 다. 혼화육 100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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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의 두께를 갖도록 Mould (φ 105×10 mm)를 이용하여 성형한 후 가열처리 하 다. 가열

은 85℃로 열된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USA)에서 심온도가 70℃가 될 

때까지 가열하고 상온에서 방냉한 후 hydroxyproline 함량 분석에 이용하 다.

   품질평가 

   시료의 가열감량은 가열 후 실온에서 방냉을 끝낸 햄버거 패티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를 가

열  육혼화물의 무게와 비교하여 산출하 다.

가열감량 (%) = 

시료의 가열  량 (g)  -  시료의 가열후 량 (g)

× 100

시료의 가열  량 (g)

   능검사는 차이 식별 능력과 흥미도 조사를 바탕으로 20명의 검사요원을 선발하여 두 차

례 비실험을 거친 후 본 실험을 실시하 다. 평가에 이용된 시료는 냉장 장 인 즉석 햄

버거 패티를 170℃로 열된 oven에서 심온도가 70℃가 되도록 3분간 가열한 후 제공하

다. 맛, 향기, 색상, 질감, 체 인 선호도 등에 하여 7  평 법 (1, 매우 싫다 ～ 7,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고, 이취강도는 (1,  없음 ～ 7, 매우 심함)으로 하여 평가하 다. 시료

의 색도는 시료 표면을 color/color colorimeter (Spectrophoto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Texture analyser (TA/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경도

(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착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 고, 측정 조

건은 pre test speed 3.0 mm/s, test speed 2.0 mm/s, post test speed 3.0 mm/s, distance 15 

㎜로 실시하 다. 측정 후 얻어진 force(g)-time(s) curve를 이용하여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으로 각 항목의 값을 구하 다. 각 항목에 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

 software(SAS Institute, Inc 1998)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유 자 분석

   DNA 추출  

   이종육 혼입여부 확인을 한 유 자 분석용 시료는 포장육(소, 돼지, 닭)은  시  소매 에

서 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고 육가공품(돈가스, 햄, 볼로냐소시지, 미트볼)은 식

단체에 납품되는 제품을 구하여 사용하 다. 포장육의 지방부분을 제외한 근육 1 g 을 막자사

발을 이용하여 균질화 한 후, 100 mg을 PureLink
TM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Invitrogen
TM

, Catalog No. K1810-01)을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 으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균질화된 근육 100 ㎎을 튜 에 넣고 lysis buffer 180 μl와 혼합한 후 20 μl의 

Proteinase K를 첨가하 다. 55℃ 항온수조에서 1시간 반응 후 20 μl의 RNase A 용액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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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 분간 실온에 방치하 다. 5분간 12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여 침 물을 제거한 후 

10% SDS용액 10 μl를 첨가하여 5 간 균질화 하 다. 200 μl의 binding buffer를 첨가한 후 5

간 균질화 한 후 70℃에서 10분간 보 하 다. 200 μl의 EtOH을 첨가 하여 5 간 균질화 하

다. 600 μl의 용액을 collection tube 에 있는 spin cartridge에 넣은 후 12000 rpm에서 30

간 원심분리하여 DNA를 cartridge에 부착시켰다. 500 μl의 washing buffer를 cartridge에 넣은 

후 12000 rpm에서 30 간 원심분리하여 세척하 다. 한 번 더 세척한 후 2분 동안 12000 rpm

에서 원심분리하여 washing buffer를 완 히 제거하 다. Cartridge를 새로운 microcentrifuge 

tube에 옮긴 후 100 μl의 elution buffer를 첨가하고 1분 동안 실온에 방치 한 후, 12000 rpm에

서 1분 30  동안 centrifuge하여 정제된 DNA를 얻었고, 이를 실험에 사용하 다. 각 시료로

부터 추출되어진 DNA의 농도를 정량하기 해 약 15～40배 정도로 히 희석한 후 Gene 

Quant pro RNA/DNA Calculate를 사용하여 280 nm(단백질), 230 nm(RNA) 흡 도를 측정하

여 추출된 DNA의 순도를 확인하 으며, 최종 으로 260 nm에서의 흡 도가 1.0일 경우 DNA 

농도는 50 ug/ml으로 환산하 다.

   PCR

   소, 닭, 돼지에 특이 인 primer 를 이용하여 Lahiff 등(2001)의 방법으로 PCR을 수행하

다. PCR 증폭을 하여 thermal cycler(ASTEC PC818)를 사용하 으며 운 조건은 

denaturation은 94℃에서 5분, 다음 30 cycle 동안은 denaturation에 94℃에서 1분, annealing은 

58℃에서 1분, extension에 72℃에서 1분, 그리고 마지막 extension은 72℃에서 5분간 하 다. 

Reaction mixture의 총량은 50 μl로 하 고 여기에 들어간 reaction buffer 조성은 1.5 mM 

MgCl2, 10 mM Tris-HCl(25℃에서 pH 8.8), 50 mM KCl, 0.1% Triton X-100, 200 ng/μl bovine 

serum albumin, 200 μM dNTPs, 0.2 μM oligonucleotide primers, 1 Unit Taq로 하 다. 한, 

DNA template는 분석방법에 따라 5~200 ng/ml 농도의 DNA를 1 μl씩 첨가하 다. PCR 산물

은 4% NuSieve 3:1 agarose (FMC Bioproducts) gel 기 동을 통하여 확인 하 다. 염색은 

Cyber Green Gel 염색 system으로 하 으며, Digital Gel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사진 촬

을 하 다. 촬 된 사진은 KODAK 1D Image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Real-time PCR은 닭에 특이 인 primer X52392를 이용하여 Lahiff 등(2001)의 방법으로 수행하

다. PCR 증폭을 하여 SmartCycler
Ⓡ
Ⅱ(TaKaLa, Japan)을 사용하 으며 운 조건은 최  

denaturation은 94℃에서 5분, 다음 35 cycle 동안은 denaturation에 94℃에서 15 , annealing

에 58℃에서 15 , extension에 72℃에서 15 를 수행하 다. Reaction mixture의 총량은 25 μl

로 하 고 여기에 들어간 reaction buffer 조성은 SYBR
Ⓡ

 Premix Ex Taq
TM 

12.5 μl, DW 10.5 μ

l이었다. 한, template DNA는 분석방법에 따라 5~100 ng/ml 농도의 DNA를 1 μl씩 첨가하

다. Multiplex PCR은 소, 닭, 돼지에 특이 인 primer를 이용하여 Lahiff 등(2001)  

Dalmasso 등(2004)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 다. PCR 증폭은 thermal cycler(ASTEC PC818)를 

사용하 으며, 최  denaturation은 94℃에서 5분, 다음 30 cycle 동안은 denaturation 94℃에서 

1분, annealing 60℃에서 1분, extension 72℃에서 1분, 그리고 마지막 extension은 72℃에서 5

분간 하 다. Reaction mixture의 총량은 50 μl로 하 고 여기에 들어간 reaction buffer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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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M MgCl2, 10 mM Tris-Hcl(25℃에서 pH 8.8), 50 mM KCl, 0.1% Trition X-100, 200 ng/

μl bovine serum albumin, 200 μM dNTPs, 0.2 μM oligonucleotide primers, 1 Unit Taq로 하

고 여기에 100 ng/ml의 DNA template 1 μl를 첨가하 다. 

 나.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가) 시험 재료

   김치는 (주)CJ 식품연구소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김치 제조는 다음과 같다. 배추를 반으로 자

른 후 15% 소 물에 4시간 다. 흐르는 물에 수세한 후 물을 빼주고 여러 가지 양념류들과 

함께 버무렸다. 첨가제  양념류들은 얇게 채썰은 무 5.0 g, 고춧가루 3.0 g, 갈은 마늘 1.0 g, 

갈은 생강 0.5 g, 얇게 채썬 양  2.5 g 그리고 멸치젖 2.0 g 이며, 100 g의 인 배추에 첨가

하 다. 버무린 배추의 반은 기  조건으로 폴리에틸  비닐백에 포장하여 김치냉장고 

(Model No. R-D303SJ, LG, Korea)에서 pH 4.5  산도 0.33%가 되도록 숙성하 다. 최종 으

로 최  숙성된 김치는 약 5 × 5 cm 크기로 단한 후 Aluminium-laminated low-density 

polyethylene (Al-LDPE,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300 g 씩 넣고 포장기 (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100% 질소치환 포장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나)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5, 10, 20 

 25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이때 장

의 품질변화를 분석하기 한 시료는 인큐베이터 (Sanyo Electric Biomedical Co., Ltd., 

Japan)에 우주공간의 평균온도인 35℃에서 30일 동안 가속 장 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다) 병용처리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

   가열  감마선 처리가 김치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즉, 가열단독처리는 상기와 같이 김치를 포장한 후 항온수조

(Taitec, Co., Ltd., Japan)에서 각각 50, 60, 70, 80℃(±0.2℃) 온도로 30분간 가열처리하고 냉수

에서 냉시켰으며, 감마선 단독처리는 5, 10,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분석에 이용하

다. 한, 상기 조건에서 설정된 최 가열 조건을 기 으로 감마선을 병용처리한 후 가열-방사

선 병용처리 효과를 분석하 다. 

   질소치환 포장 

   김치포장내 공기조성이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된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김치를 포장기 (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100% 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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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치환포장하고 상기에서 최 조건으로 확인된 가열-감마선 병용처리 한 후 김치의 품질을 

분석하 다. 

   냉동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시 온도가 가열-질소치환 포장된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각각 냉동고(CF-0624D, Samsung Co., Ltd., Korea) (-20℃), 극 온냉동고(SW-UF-300,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Ltd., Korea) (-70℃)  액체질소(Hansol Scientific Co., 

Ltd., Korea) (-178℃)로 냉동시켰다. 한, 방사선 조사되는 동안 냉동샘 의 온도 유지를 해, 

각각의 시료를 얼음 (-20℃), 드라이아이스 (Deokyang Co. Ltd., Korea) (-70℃)  액체질소 

(-178℃)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고정시킨 후 상기와 같이 감마선을 조사하 다. 한편 동결방

사선 조사된 김치의 해동은 25℃의 온도로 고정된 항온기(EYELA LTI-1000DS, Japan)에서 실

온까지 해동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 다.

   식품첨가제 첨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품질증진을 목 으로 식품첨가제를 첨

가한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을 평가하 다. 즉, 식품첨가제가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

는 한계투여량(최 첨가량)을 확인하기 해 각각 3종류의 칼슘염(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 Hyangrim, Co., Ltd., Seoul, Korea)을 김치에 0.01-0.03%를 첨가하

으며, 비타민 C(DSM Nutritional Products Ltd., UK), 리카색소 (MSC, Co., Ltd., 

Kyeongnam, Korea )  김치 flavor (Seoul spice, Co., Ltd., Seoul, Korea)는 각각 0.1-1.0% 첨

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첨가물이 김치에 잘 흡수되도록 4℃ 냉장고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

다. 한 각 첨가제에 따른 최 첨가량을 결정한 후에는 상기의 병용처리조건에 따라 가열-

질소치환포장-동결방사선조사 처리한 후 각 첨가제가 김치 품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라) 미생물 생육 시험

   김치내의 미생물 생육정도를 분석하기 해 김치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펩톤수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총균수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을 

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 배지에 종하 고, 젖산균은 MRS (Difco Lab., 

St. Louis, USA) 배지에 종하여 37℃에서 48-72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마) 이화학  특성

   pH는 김치 100 g을 정확히 취하여 warning blender로 마쇄하고 4겹의 거즈로 여과한 후 

pH meter (Corning pH meter, Model No. 5)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다. 산도는 pH 측

정 시 사용한 여액을 20배 희석한 후 0.1 N NaOH용액으로 pH가 8.4가 될 때까지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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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된 0.1 N NaOH 양을 구한 후 젖산(%)으로 환산하 다(15). 색도는 김치 여액을 지름 50 

mm의 용기에 5 mL씩 넣은 후  color/color colori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색도(redness, a

*
)  황색도(yellowness, b

*
)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
*
값이 90.5, a

*
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

하 다. 

   (바) 조직감 측정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UK)를 사용하 고, 배추 

하단으로부터 5 cm 부 를 일정하게 단한 후 측정하 다. 심부를 지름 5 mm인 stainless 

probe로 시료 두께의 65%까지 통하면서 받는 최  힘으로 표시하 다. 이 때 Probe는 P2 5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 고, test speed는 1.0 mm/sec, travel distance는 65%, load cell

은 5 kg 조건으로 경도를 측정하 다. 

   (사) 능  특성 평가

   장  는 35℃에서 30일간 가속 장 시킨 시료 100 g 을 일정크기로 잘라 흰 용기에 

제시하 다. 무작 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용기에 표시했으며 서로 다른 시료를 평가하기 

 입안을 가실 수 있도록 생수와 식빵을 함께 제공하 다.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식품의 

능평가에 훈련된 성인남녀 20인을 상으로 김치의 색(color), 조직감(texture), 맛(taste), 향

(flavor), 이취(off-odor)  종합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해 7  평 법 (1 매우 싫

다 - 7 매우 좋다) 으로 평가하 고, 가식 한계 은 4 을 기 으로 하 다. 

   (아) ESR 측정

   방사선 조사된 김치 시료의 ESR 측정을 하여 동결건조기(VD-800F, Taitec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시킨 김치를 분말화 시켜 30 mesh의 sieve에 통과시킨 다음 ESR 

측정에 사용하 다. 비된 분말시료 0.5 g을 ESR sample tube에 담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icrowave power 500 μW, modulation 100 

kHz, amplitude 7.9×100, time constant 0.03 sec, sweep time 30 sec 등의 조건에서 signal을 

확인하 으며, intensity (n=3)를 측정하 다.

   (자)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SPSS,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다.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연구

  (1) 감마선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 기  규명  억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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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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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Co.(Japan)에서 구입하

으며, Acetonitrile (99.8%, HPLC 등 )은 Tedia Co., Inc.(Symmes Road, Fairfield, USA)에서 

구입하 다.

   (나) 시료 비

   모델 수용액 제조

   당 용액, lysine 용액  당-lysine 혼합용액 제조

   당 용액은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를 각각 1.0 M이 되게 증류수에 

용해하 으며, lysine 용액 한 1.0 M의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하 다. 당-lysine 혼합용액은 각

각의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과 lysine을 각각 0.1 M의 농도가 되게 증

류수에 용해한 후 1:1로 혼합하여 최종 농도가 0.05 M인 당-lysine 혼합 용액을 제조하 다. 당

-glycine 혼합용액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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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별 모델 수용액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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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 다. 이때 사용된 buffer는 0.05M sodium acetate buffer(pH 4.0),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0, 7.0, 8.0), 0.05 M sodium carbonate buffer (pH 10)이었다. 

   밥 취반

   (Oryza sativa L . cv Dongjinbyeo, harvested in Dangjin, Chungnam-Do, Korea)은 멥

로 2005년 의 소매 에서 구입하 다.  300 g을 1.5배 증류수에 20분간 수침한 후 기

밥솥(SR-0611, Cuckoo homesys. co. Ltd., Korea)으로 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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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은 Ceric cerous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흡수

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모델 수용액  밥의 갈변도 측정

   Fernández-Artigas et al. (1999)의 방법에서와 같이 조사된 용액의 갈변도를 측정하기 해 

spectrophotometer(UV-1601 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84 nm와 4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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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밥의 색도는 감마선 조사 직후 Hunter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

을 측정하 다. 이때 zero calibration은 CM-A124 box를 이용하 고, white calibration은 

CM-A120 box를 이용하 다.

   당 함량  환원당 함량 정량

   당 함량은 Liu et al. (200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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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의 당을 0.2-1.0%의 농도로 제조하여 분석한 peak 넓이를 기 으로 농도를 계산하 다. 환원

당 함량은 3,5-dinitrosalicylic acid(DNS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19). 즉, 시료 1mL과 

DNSA 용액 1mL을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 

때, DNSA 용액은 dinitrosalicylic acid 0.5 g, sodium hydroxide 8 g, Rochell 염 150 g을 증류

수에 용해한 후 500 mL로 정용하여 조제하 으며, 환원당 함량은 glucose 표 곡선을 이용하

여 계산하 다.

   Furfural 화합물 함량 측정

   HPLC systems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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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l/min의 유속으로 하 으며 시료 주입량은 20 μl이었다.

   총반응생성물 분석

   모델 수용액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 생성물을 HPL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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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

매로 0-49% acetronitrile을 30분 동안 순차 으로 증가시켰으며 유속은 1ml/min이었다. 

   Melanoidin의 분리  구조분석

   10, 20, 30, 50 kGy로 조사한 0.2 M glucose-glycine용액을 동결건조한 후 증류수 100 ml에 

용해하여 농축시켰다. 농축된 시료에 포함된 분자량 12,000-14,000 Da  2,000 Da 이상의 고

분자 melanoidin을 dialysis tube(Spectrum Laboratories Inc., Rancho Dominguez, USA)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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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리하 다. 총 투석기간은 1주일이었으며 8-10 시간마다 증류수를 교환하 다. 분리된 

용액은 동결 건조하 다.

   원소구성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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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gon, UK)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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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bH, Karlsruhe,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유래디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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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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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30 의 sweep time 으로 측정하 다.

   통계  분석

   각 항목에 해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Windows SPSS 

10.0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P<0.05).

  (2)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시 분말죽의 물성  에 지 도 개선/고열량 유동식 제조 

핵심기술 개발

   (가) 시 분말죽/유동식

   시료의 구입  감마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분말죽은 (주) 오뚜기에서 제조․ 매 인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구입한 건조분말죽을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 100 kCi)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5 kGy의 선량률로 각각 2.5, 5.0, 7.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0.1 kGy이었으며, 조사실의 온도는 18
o
C이었다. 감마

선 조사된 건조분말죽은 실온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색도 측정

   건조분말 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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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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의 제조

   감마선 조사된 건조분말 죽은 권장 조리방법에 따라 야채죽, 쇠고기죽, 잣죽을 각각 10 

g/100 mL, 10 g/100 mL, 16 g/100 mL로 농도를 조정한 후 탕상태에서 끓는 물에 15분 가

열하여 제조하 다. 농도에 따른 물성변화는 야채죽과 쇠고기죽의 경우 11～14% 농도, 잣죽의 

경우 17～21% 농도로 고형분 양을 증가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물성을 측정하 다.

   텍스쳐 측정

   감마선 조사가 죽의 물성학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가열처리한 죽을 40oC

로 유지하면서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로 

측정하 다. 죽의 물성학  특징은 back extrusion rig(Φ 45 mm)로 측정하 으며, 측정조건은 

test speed 5.0 mm/s이며, 25%의 변형률로 압착하 다. 측정 후 force-time curve로부터 얻어

진 결과를 해석하 다. 즉, curve의 + 역에서 얻어지는 최 힘을 견고성(firmness)으로, +면

(g․s)을 조성(consistency)으로, - 역에서 얻어지는 최 힘을 응집성(cohesiveness), -면 (g․s)

을 유체 항(resistance to flow/viscosity)으로 나타내었다. 

   능평가

   능평가는 10명의 panel 요원을 선발하여 구성하 으며 3개의 시료에 하여 9일 동안 3

회에 걸쳐 반복하여 실시하 다. 색, 맛, 풍미  반 인 기호도의 4가지 특성에 하여 기호

특성을 조사하 으며 조사취에 해서는 강도특성을 5  평 법으로 조사하 다. 기호도는 “매

우좋음(like extremely)”을 5 으로, “매우 싫음(dislike extremely)”을 1 , 조사취의 강도는 “매

우강함(extremely strong)”을 5 , “매우약함(extremely week)”을 1 으로 평가하 다. 시료 온

도는 water bath를 이용하여 40℃를 유지하 으며, 평가시 종이컵에 약 30 mL씩 담아 검사원

에게 제공하 다. 먼  외 으로 색과 조사취을 단한 후 수 를 이용하여 떠먹으면서 맛, 풍

미, 조사취  반 인 기호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 온도 향을 최소화하기 해 시료제공 

후 즉시 평가하도록 권고하 으며 시료는 세자리 숫자로 표기하여 제공하 다.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0.0)(14)를 이

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후,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3) 감마선 조사와 glucono-δ-lactone(GDL) 이용 무균식 생산 기술개발

   (가)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백미는 2003년 충남 청양 지역에서 수확한 동진벼(Oryza sativa L.)를 도

정직후의 것을 농 에서 구입하 으며, 보 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해 진공포장을 한 후 

냉장보 하며 사용하 다. Acetic acid(AA)  Glucono delta-lactone(GDL)은 식품첨가제 등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나) 취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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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분함량 14.5%인 원료  500 g을 가볍게 4회 수세하고 증류수 750 mL을 가하여 실

온에서 1시간 수침 시킨 후 기밥솥(Model RJ-0570, LG, Korea)에 취반하 다. 아세트산은  

무게에 해 각각 0.05%  0.01%를, GDL은 0.05%, 0.1%, 0.15%  0.2%를 취반수에 혼합하

여 첨가하 다. 취반 후의 시료는 무균실 내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실온까지 냉각시킨 후 멸균

용기(PP/EVOH/PP, Toyo-Seikan, Japan)에 200g 씩 담아 polyprophylene bag에 함기 포장한 

후 30℃ incubator(model MIR 262, Sanyo Co., Japan)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미생물분석

   시료 10 g과 90 mL의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Model 400, Tekmar Co., USA)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이 용액

을 다시 멸균 peptone수로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Plate Count Agar(PCA, Difco Co., 

USA)에 도말하고 30℃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

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냈다.  

   (라) pH  색도 측정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를 가하고 homogenizer(model AM-11, Nissei Co., Japan)에 1분

간 균질화하여 최종 100 mL이 되도록 증류수를 가한 후 pH meter (Orion 520A, Boston, MA, 

USA)로 측정하 다. 색도는 Hunter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 100kC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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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텍스쳐 측정

   텍스쳐는 시료 15 g을 원형틀(40×20mm)에 담아 성형한 후 Texture Analyser (TA-XY2i,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조건은 plastic 

plunger(cylindrical type, 10mm diameter)를 사용하여 3mm/sec의 test speed와 50% 

deformation ratio 하에서 2회 반복압착시험을 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 곡선을 얻었다. 이 

곡선을 가지고 경도(hardness)와 착성(stickiness)의 특성치를 구하 으며, 이들의 값을 이용하

여 착성과 경도의 비(stickiness/hardness, S/H)를 구하 다. 

   (바)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10.0) (16)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라.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식품가공 병용처리 이용 최소가공식품(3종)/즉석 식품용 식재료(1종)의 품

질  장 안정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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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료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무는 길이 25 ㎝, 지름 10 ㎝ 정도 크기를 사용하 으며 실험 당일 형할인

매장에서 구입하 다. 최소가공 무로 제조하기 하여 무를 깨끗이 세척하여 기부분을 제거

한 후 껍질을 0.5 ㎝정도의 두께로 벗긴 다음 2 × 2 × 2 ㎝의 크기로 썰어 모든 부 가 골고

루 섞이도록 하 다. 깍두기용 무 70 g을 포장기(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함기 포장  산소 불투과성 진공 포장재(polyethylene bag, 2 mL 

O2/m
2
/24 hr at 0℃; 20 × 30 cm; Sunkyung Co. Ltd., Korea)에 CO

2
(100%, ultra pure 

99.999%)  CO2/N2(25% CO2 + 75% N2, ultra pure 99.999%)로 각각 가스치환 포장하여 감

마선 조사 까지 4℃에 보 하 다.

   (나) 감마선조사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Co
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1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

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

리구와 함께 실험실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다) 분석방법

   미생물 검사

   감마선 조사 후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분석은 시료 10 g에 멸균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Lab blender(FM 680T, Hanil,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60  동안 혼합 분

쇄하 다. 분쇄된 시료를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후 각각의 선택배지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균주에 따른 최 배양온도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다. 병원성 미생물 분석을 해 균주에 따른 선택배지를 사용하 으며, 사용한 배지는 총균수

의 경우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으며, 곰팡

이 검출을 한 배지는 멸균된 10% tartaric acid를 멸균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첨가하여 pH 3.6이 되도록 조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선택배지로 L. ivanova는 Palcam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S. 

typhimurium는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Difco, USA), E. coli는 Violet red bile lactose 

agar(Oxoid, England)  S. aureus는 Baird Parker agar(Difco, USA) 배지를 사용하 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측정

   실험에 사용된 4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은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Escherichia 

coli KCTC 1682,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Listeria ivanovii KCTC 3444이며,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타(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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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미생물 활성은  L. ivanova, E. coli  S. aureus는 tryptic soy broth  tryptic so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고 최 배양온도는 37℃ 으며, S. 

typhimurium은 nutrient broth  nutrient agar(Difco, USA)를 사용하 고 최 배양온도는 30℃

다. 4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이들이 종된 배지에서 1백 이를 취해 균주에 따른 활성배

지 10 mL에 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후 그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종하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균주 종 시 배양배지에

서 오는 오차를 이기 해 2차 배양액을 원심분리(25,000 rpm, 15 min)한 후 상등액을 제거

하여 0.85% 멸균식염수로 세척하 다. 세척은 2회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4균주의 기농

도는 10
7
-10

8
 CFU/mL 수 이 되도록 하 으며 균주를 멸균된 김밥재료에 각각 200 μL씩 종

하 다. 4종의 병원성 미생물이 종된 각각의 김밥재료를 감마선 조사한 후 미생물을 분석하

다.

   복귀돌연변이원성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이 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 자형 확인을 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한 민감도(uvrB 돌연변이),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 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

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

소 안 성센터에서 계  배양 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 형질이 확인된 균주된 

nutrient broth(Oxoid Ltd., Hampshire, England)에 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pH 측정

   최소가공 무 5 g에 증류수 45 mL를 첨가하여 균질기(DIAX 900, Heidolph, Schwabach, 

Germany)로 마쇄하 다. 그 탁액을 여과지(No. 4, Whatman International Ltd., Kent, UK)로 

여과하여 4℃에서 10분간 500 rpm으로 원심 분리 시켰다. 그 상등액을 취하여 pH-meter 

(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로 pH를 측정하 다. 

  (2) 감마선 이용 즉석편의식품(김밥)의 생화 기술 개발

   (가) 시료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무는 길이 25 ㎝, 지름 10 ㎝ 정도 크기를 사용하 으며 실험 당일 형할인

매장에서 구입하 다. 최소가공 무로 제조하기 하여 무를 깨끗이 세척하여 기부분을 제거

한 후 껍질을 0.5 ㎝정도의 두께로 벗긴 다음 2 × 2 × 2 ㎝의 크기로 썰어 모든 부 가 골고

루 섞이도록 하 다. 깍두기용 무 70 g을 포장기(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함기 포장  산소 불투과성 진공 포장재(polyethylene bag, 2 mL 

O2/m
2
/24 hr at 0℃; 20 × 30 cm; Sunkyung Co. Ltd., Korea)에 CO2(100%, ultra pure 

99.999%)  CO2/N2(25% CO2 + 75% N2, ultra pure 99.999%)로 각각 가스치환 포장하여 감마

선 조사 까지 4℃에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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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조사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1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

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

리구와 함께 실험실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3) 감마선 이용 구운 계란의 보존 안 성 기술 개발

   (가) 구운 계란의 제조

   구운 계란은 ㈜에그텍(Pocheon, Korea)의 시  제품을 직  실험에 사용하 다. 약 800℃로 

가열된 맥반석으로부터 3 m 거리에 계란을 재한 다음 재함을 5분당 1회 회 시키면서 30

분간 방치하여 구운 계란을 제조하 다. 이 때 계란 노른자 부 의 온도는 75℃ 내외를 유지하

다. 계란을 굽기  생란의 무게는 87.2±4.6 g이었고 구운 계란은 79.4±4.1 g이었다. 구운 계

란은 상온의 방냉실에서 약 40℃까지 냉각하여 PE포장지에 포장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포장된 구운 계란 제품을 각 조사선량에 따라 40개씩 비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시료

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0,000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15℃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1, 2, 3, 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5 mm-diameter alanine dosimeter(Brucker 

Instruments, Rjeomstettem, Germany)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5% 이내로 하

다. 고온가압살균 시료는 포장된 구운계란 제품을 121℃의 autoclave에서 15분간 처리하여 

비하 다. 감마선 살균 시료, 고온가압 살균 시료, 비살균 조군 시료를 25℃의 항온기에 3개

월 동안 보존하면서 1～2주 간격으로 미생물의 생장과 기계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다) 미생물 검사

   미생물 검사 시료는 약 80 g의 구운 계란 1 pack에 동일무게의 멸균수를 가하여 다시 포장

하고 계란 체를 으깨어 stomacher(BagMixer, Interscience, France)에서 30분간 처리하여 제조

하 다.  시료의 미생물 검사는 제조된 시험액을 연속 희석하여 각각 nutrient agar, EMB 

agar, 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 1 mL씩 pour plating하고, 정온도에서 3일간 배양하여 생

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Microcount 1008, IPI Inc., U.S.A.)로 계수하 다. 이 때 각 

미생물군은 Difco manual(18)에 따라 nutrient agar(37℃)에서 분리된 미생물은 total aerobic 

bacteria로, EMB agar(37℃)에서 분리된 미생물을 coliform bacteria로, PDA agar(25℃) 분리균

주는 filamentous fungi group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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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계  물성분석

   구운 계란의 흰자 부 를 무작 로 1×1×1 cm로 단한 다음 Texture Analyzer (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기계  물성치를 측정하 다. 시료는 각 시험구별로 10회 

반복 측정하 다. 물성의 측정조건은 단력 측정용 probe를 이용하여 pre-test speed 1.5 

mm/sec, test speed 2.0 mm/sec, post-test 2.0 mm/sec의 조건에서 50%의 변형률로 측정하

고 force-time curve의 양(+)의 역에서 얻어지는 최  힘을 maximun force of shear(N/m
2
, 

단력)로, curve의 면 을 total work of shearing(N/m2s)으로 나타내었다. 

   (마) 능검사 

   구운 계란의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 직후에 조시료, 감마선 조사시료  고온가압 살균

시료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능검사는 12 명의 훈련된 panel을 상으로 조시료와 감마선 

조사, 는 조시료와 고온가압살균 시료의 능  차이를 구분하는 3 법에 의한 

same-difference test와 각 시료의 맛, 향기, 색상, 조직감에 한 선호도 검사를 병행하여 2회 

반복 실시하 다. 능평가 결과  모든 시험결과는 ANOVA분석으로 처리한 후 Student- 

Newman-Keul's(SNK) 다 검정법을 이용하여 유의성(p<0.05)을 검증하 다(19). 

  (4) 감마선 조사와 천연추출물 첨가 화학발색제 체 고품질 건조육제품(육포) 개발

   (가) 돈육포 제조

   신선한 돈육 등심을 0.5 cm 두께로 얇게 민 후 2 kg을 4℃의 온항온기에서 16시간 동

안 400 mL의 염지액에 다. 이때 염지액의 조성은 솔비톨(27.9%), pork seasoning(25.1%), 

base seasoning(16.9%), 올리고당(10.4%), hot seasoning(9.9%), 간장(9.8%)이었다. 시험구는 무처

리구, 아질산염 처리구(60 ppm), 리카  매실추출액 처리구로 구분하 다. 이때 수용성 

리카추출액과 매실추출액은 Korea Bio Food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

용하 다. 염지된 돈육은 조리기(ES-3, NU-VU, Food Service System, Menominee, MI, USA)안

에서 Table 1과 같이 단계별로 건조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1×10 cm크기로 단하고 

nylon/polyethylene-bag에 진공포장하여 실온에서 장하면서 시료로 이용하 다.

   (나) 색도측정

   시료 단면을 color/color colorimeter(Spectrophotometer, Moder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값), 색도(redness, a값)  황색도(yellowness, b값)를 측

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

용하 다. 

   (다) 지질산화도 측정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법으로 측정하 다. 즉, 10 g의 시료에 10% 

trichlorocactic acid를 투입하여 homogenizer로 30 간 균질화 하고, 여과한 후 여액 2 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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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M TBA용액 동량과 혼합하여 끓는 물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반응액을 냉각시키

고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결과는 표 물질로 1,1,3,3-tetraethoxypropane (0～0.8 μ

M)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 malondialdehyde/g 으로 나타냈다. 

   (라) 단력 측정

   육포를 5.0×1.0 cm의 크기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td., UK)로 1회 압착 시험을 통해 육포가 완 히 단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sec)․힘(g) 

그래 를 얻었으며, 이때 그래 의 내부면 을 총 단력(g․s)으로 계산하 다.

   (마) 능평가

   육포에 첨가되는 천연추출액의 최  첨가량 확립을 한 능평가는 리카추출액

(0.1-0.5%)과 매실추출액(2.0-5.0%)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종합  기호도를 측정하 으며, 최종제

품의 품질평가를 해 색, 향, 맛, 조직감, 종합  기호도를 20명의 panel을 상으로 7  척도

법으로 측정하 다. 능 평 은 7, 매우 좋다; 6, 조  더 좋다; 5, 좋다; 4, 보통이다; 3, 나쁘

다; 2, 조  더 나쁘다; 1, 매우 나쁘다 로 평가하 다.

   (바)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Windows SPSS 10.0(SPSS Inc., Chicago)를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P〈 0.05).

  

  (5) 즉석취식용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성 확보를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 용 연구

   (가) 시료의 비

   실험에 사용한 원료육인 돼지갈비는 지역 정육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이때 돼지갈비

는 냉동상태 고, 갈비 를 횡으로 하여 0.8 cm의 두께로 단하여 비하 다. 돼지갈비용 양

념용 부재료는 지역 소매시장에서 구입하여 Table 1과 같이 조제하여 사용하 다. 

   (나) 양념 돼지갈비구이의 제조 

   돼지갈비(원료육)를 흐르는 물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켜 핏물을 빼고 물기를 제거한 후 미

리 비한 양념액과 혼합하 다. 이때 원료육 1 kg당 양념액 250 mL의 혼합비로 양념하 다. 

혼합하기  원료육과 양념액의 미생물 오염수 을 검사하기 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취한 후 

하기 미생물 분석시험을 실시하 다. 양념액과 혼합한 돼지갈비를 4℃ Incubator에서 6시간 염

지한 후 가열처리를 실시하 다. 가열은 110℃로 열된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USA)에서 심온도가 80℃가 될 때까지 가열하고 상온에서 방냉한 후 미리 멸균

한 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포장지에 담아 진공포장 하 다. 

   (다) 감마선 조사  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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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8 ± 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10, 20, 

30, 40  50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

산하 다. Lee et al. (2005a)의 방법을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시료를 50℃에서 2시간 보 한 

후 35℃에서 21일간 장하며 하기 실험을 실시하 다. 

   (라) 미생물 생육 시험

   즉석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  미생물 생육 시험을 해 시료 10 g을 clean bench내에

서 멸균 nylon bag(10×15cm; Sunkyung Co., Ltd)에 담아 시료 량의 9배의 멸균 peptone 수

(0.1%함유,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넣고 Stomacher Lab Blender(Model 400, Tekmar 

Co., USA)로 2분간 잘 균질하여 시험액으로 사용하 다. 시험액을 Nutrient agar(Difco Lab.)에 

종하고 37℃ 배양온도에서 2～4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Microcount 1008, CA, USA)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미생물 수는 시료 1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검출을 한 최소 계수 한계치는 10
2
 CFU/g이었다.

   (마) 지방 산패도 측정 

   지방산패도는 Jo et al. (2000)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

정하 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BHA(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

하여 원심분리(2,000 rpm, 15분간)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 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g sample(wet basis)로 표시하 다.

   (바) 통계처리  결과의 평가

   각 항목에 해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

 software 

(SAS Institute, Inc 1998)에서 로그램화 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

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p<0.05).

  

  (6)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검역 생화 기술 개발

   (가) 치즈볼 제조  방사선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치즈볼은 일반  상품 제조방법에 따라 국내 식품가공회사에서 제조하

으며, 배합비  제조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mm 이하로 얇게 단한 로커리

와 건양   모짜 라 치즈와 크림소스를 -3℃에서 15분간 혼합한 후 4 g 씩 성형하 다. 성

형된 원료는 각각 2차례의 battering과 breading 과정을 거쳐 180℃에서 30 간 기름에 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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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0℃에서 30분간 냉동시켰다. 최종 으로 제조된 제품은 500 g 씩 폴리에틸  bag에 함기 

포장한 후 냉동된 상태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방사선을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 dosimetry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0.1 kGy 이었다.

   (나) 미생물분석

   냉동치즈볼의 미생물을 분석하기 해 시료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USA)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총균수(PCA, Difco Co., USA)는 30℃, 48시간, 장균군

(EMB, Difco Co., USA)은 37℃, 48시간, 곰팡이  효모(DRBC, Difco Co., USA)는 25℃, 7일 

동안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
2 

CFU/g 이었다. 한편, 장균에 

한 감마선의 D10 값을 산출하기 해 치즈볼을 30 kGy로 조사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

을 완 히 멸균시킨 후 시료 100 g에 10 mL (2.0×10
8 

CFU/mL)의 E. coli (KCTC 1682) 배양액

을 종하여 각각 0.5～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감마선을 조사하여 생존한 장균의 수

를 확인하고 D10 값을 산출하 다.

   (다) 지방산패도 측정 (TBARS법)

   감마선 조사가 냉동치즈볼의 지방산패도(2-thiobarbituric acid value, TBA value)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시료 7 g 을 50 ㎕의 buthylated hydroxyanisole (BHA, 7.2 % in ethanol)

와 14 mL의 증류수를 넣고 균질기(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균

질화 하 다. 균질화한 시료에 25 mL의 TBA․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20 mM TBA in 

15% TCA)과 혼합한 후, 끊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실온에서 방랭한 후 원심분리기

(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15분간 2000 rpm의 속

도로 원심분리 하여 그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표 곡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 (μ

g/g)의 농도를 산출하 다. 

   (라) 능검사

   감마선 조사된 냉동치즈볼의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식품에 훈련된 20인의 panel을 상으

로 두 차례 비실험을 거친 후 본 실험을 하 다. 감마선 조사된 냉동 치즈볼은 130℃의 식용

유에 3분간 튀긴 시료를 이용하여 능검사를 실시하 다. 시료의 외 , 향, 맛, 반  기호도

의 4개 항목에 한 수용도 검사를 7  평 법(1 매우 싫다- 7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으며, 

각각의 시료에 한 방사선 조사취의 강도를 7  평 법(1 매우 약하다- 7 매우 강하다)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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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마선 기술  실크 펩타이드 이용 고품질 무균 육가공제품 개발

   (가) 햄버거 패티의 제조  감마선 조사

   시료의 비

   햄버거 패티는 국내 생산업체에서 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시료  부재료를 

비한 후 배합 순서에 맞게 혼합하 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를 배합순서에 맞게 혼합

기(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1차 혼합 8분, 2차 혼합 2분, 3차 혼합을 1분간 실

시하여 혼합하 다. 이때, 실크 펩티드(Fineco, Ltd, Chunchon, Korea)는 1차 혼합시 첨가하

으며, 그 함량은 실크 펩티드 최 량을 결정하기 한 1차 실험에서는 혼화육의 1, 3, 5  7% 

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와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를 평가하기 한 2차 실험에서는 최  첨가량

인 5%이었다. 혼화육(meat mixture) 100 g 정도의 무게와 10 mm의 두께를 갖게 Mould(φ

105×10 mm)를 이용하여 성형한 후 가열처리를 실시하 다. 가열은 85℃로 열된 

Cooker(NU-VUES-3 cooker, Menominee, Mich)에서 심온도 70℃까지 가열처리한 후 상온에

서 방냉하고 알루미늄과 PE가 라미네이 된 복합필름포장재를 사용하여 진공포장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5, 7, 10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나) 모델시스템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실크 펩티드의 항산화활성 평가

   항산화 활성 측정은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한 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는 라디칼 소거능(radical-scavenging activity)을 측정하 다. 

실크 펩티드를 증류수에 10%(w/v)의 농도로 용해하여 흡수선량이 5, 10, 50, 100 kGy가 되도

록 감마선 조사한 후 1.25-10%의 농도에서의 자 공여능을 평가하 다. 각각의 시료 100 μL를 

분취하여 96 well microplate에 넣은 후 1.0×10
-4

M 농도로 메탄올에 용해시킨 DPPH 용액 100 

μL와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595 nm에서 ELSISA reader로 흡 도를 측정

하 다.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의 자 공여능(EDA)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감소 차이를 백분율로 계산하 다. 

EDA(%)=
Ac-AS
Ac

×100

Ac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흡 도

As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반응구의 흡 도

   (다) 시료의 가속 장

   가속 장(가혹 장)시험은 새로 개발된 식품이 시 되기 에 장‧유통되는 기간과 해 

미생물의 한계를 측정  측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러한 시험법을 이용하여 실크펩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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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가 냉장 유통시 즉석 햄버거 패티의 품질 유지와 장성에 미치

는 향을 빠르게 확인하기 해 실시하 다. 즉, 감마선 조사 후 시료를 가속조건 온도인 3

0℃ Incubator(Fisher Isotemp, Fis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 USA)에서 장하며 품질

변화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은 제조 직후  장 1, 3, 5, 7 일에 실시하 다. 

   (라) 품질평가 시험

   가열 감량 측정

   가열 후 실온에서 방냉을 끝낸 햄버거 패티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를 가열  육혼화물의 

무게 (50 g)와 비교하여 산출하 다.

가열 감량=
가열 전 무게-가열 후 무게가열 전 무게 ×100

   미생물 생육 시험

   미생물 검사를 한 시험액은 시료 10 g에 하여 멸균된 0.1%의 peptone수를 100 mL까지 

채워 2분간 Stomacher(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잘 균질한 다음 총균수를 측정하기 해 Plate Count agar(Difco co., 

USA)에 종하고 정 배양온도에서 2～4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USA)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pH 측정

   시료 5 g을 취하여 증류수 200 mL과 혼합하여 균질기로 균질화한 후 pH meter(Mettler, 

Delta 350, USA)를 사용하여 햄버거 패티의 pH를 측정하 다.

   지방 산패도(2-thiobarbituric acid value) 측정 

   지방산패도는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 다. 이 때 함량은 

1,1,3,3-tetraethoxyprone을 표 물질로 하여 얻어진 검량선을 이용하여 mg malondialdehyde/kg meat 

(wet basis)으로 표시하 다.

   물성측정

   Texture analyser(TA-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Hardness, Adhesive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를 측정하 고, 측정 조건은 pre test speed 3.0 mm/s, 

test speed  2.0 mm/s, post test speed 3.0 mm/s, distance 15 mm로 실시하 다. 측정 후 얻

어진 force(g)-time(s) curve를 구한 후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으로 각 항목의 값을 구

하 다. 

   색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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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표면을 color/color colorimeter(Spectrophoto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

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능평가 

   능검사원으로는 주어진 시료를 frying(170℃에서 심온도가 70℃가 되도록) 처리한 후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21인의 panel을 상으로 맛, 향기, 색상, 질감, 체 인 선호도 

등에 하여 7  평 법(1, 매우 싫다 - 7,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다.  

   통계처리  결과의 평가

   각 항목에 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P<0.05).

  

  (8) 감마선 이용 유아용 유제품 오염 신종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가) 미생물 균주/ 배지   

   E. sakazakii ATCC 29544(KCTC 2949)를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았으며, 균주의 출처는 병원실험실에서 어린아이의 목내부에서 채

취한 것이다. 균주를 20 mL의 멸균 액체배지(tryptic soy broth, TSB; Difco, Becton Dickinson, 

Sparks, Md.)를 100 mL flask에 담아 37℃에서 2시간동안 150 rpm 속도로 교반하면서 배양하

다. 배양액 0.1 mL을 다시 새로운 멸균 액체배지에 종한 후 37℃에서 18시간동안 교반하

면서 다시 배양하 다. 배양액은 4℃에서 2,759×g의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침 물을 

멸균 buffered peptone water(Difco Co.)로 세척한 후 최종 으로 약 10
9
 CFU/mL의 농도로 

종용액을 제조하 다. 

   (나) 시료 비  종      

   3-5개월의 유아용 시  분말 유아식(Mail Co., Ltd., Pyungteck, Korea)를 구입하 다. 분말 

유아식의 종  기 총균수  Enterobacteriacea수를 증균배양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어

떠한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아 E. sakazakii ATCC29544 용액을 종하 다. 종된 분말유아식

을 -70℃로 비동결하여 동결건조한 후 무균 으로 분말화하하여 종  분말유아식의 수분

활성(0.17±0.02) 수 인 0.18±0.01로 낮추었다.

   (다) E. sakazakii의 방사선 감수성(D10값) 평가    

   E. sakazakii 액체배지 배양액을 0, 0.3, 0.5, 0.7, 1.0, 1.5  2.0 kGy로 조사하 다. E. 

sakazakii가 종된 분말 유아식은 0, 1.0, 2.0, 3.0, 4.0 kGy로 조사하 다. 조사 직후 각각의 생

존 미생물 수를 평가한 후 D10(미생물 수를 90%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선량)값을 계산하 다.

   (라) 미생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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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시료를 멸균수로 희석한 후 tryptic soy agar plate에 분주한 후 30℃에서 24시간 배

양한 후 colony수를 계수하 다.

   (마) 능 평가     

   분말유아식을 제품에 표기된 방법으로 분말유아식 20.0 g을 증류수 200 mL으로 재수화하

다. 재수화 후 실온  50℃로 가열한 시료를 11명의 능요원에게 제시하 다. 7  척도법으

로 갈색 정도(1, 흰색 - 7, 갈색), 우유 냄새  이취 (1, 매우 약하다 - 7, 매우 강하다)를 평가

하 다. 

 

  (9) 감마선 이용 벌꿀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기술 개발

   (가)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총 4종(아카시아, 잡화, 밤꿀 : 경기도 여주 성양 원 2003년산 ; 감꿀 : 

제주도 한라원 2004년산)의 꿀은 지역 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여 본 연구의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

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분당 166.7 Gy의 선량율로 각각 0, 0.5, 1  3 kGy 미

생물 종실험에 있어서 Clostridium sporogenes는 0, 0.5, 1, 3, 5, 10, 15  20 kGy 

Schizosaccharomyces pombe는 0, 0.5, 1, 3, 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

수선량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 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

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다) 꿀의 미생물학  평가

   꿀의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미생물 검사는 효모  곰팡이, 장균군  Closridium속을 

상으로 그 수를 측정하 다. 미생물 분석을 해 사용한 배지는 총균수의 경우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으며, 장균군은 violet red bile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효모  곰팡이 검출을 한 배지는 멸균된 

10% tartaric acid를 멸균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첨

가한 후 실험에 사용하 고, Clostridium속 검출을 한 배지는 reinforced clostridial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을 사용하 다. 방사선 감수성 측정을 해 

Schozosaccharomyces pombe  Clostridium sporogenes를 사용하 다. Schozosaccharomyces pombe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구

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Potato dextros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이

용하여 활성화 하 다. Clostridium sporogenes 균주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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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Microorganisms, KCCM)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활성은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을 이용하 다. 

   (라) 꿀의 이화학  평가

   감마선조사에 의한 꿀의 이화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수분, 색도, 도, 환원당, 능평

가 등을 측정하 다. 수분 함량은 105 ℃ 상압가열건조법으로 2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다. 시료의 색도측정은 Color Different Meter(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lightness), 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로 나

타냈으며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도계(Brookfield DV-Ⅱ Pro 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11 Commerce Boulevard Middlebore, MA023-1031, USA)를 이용하여 

30  후의 도를 측정하 다. 실온에서 장 의 도변화를 알아보기 해 0, 1  2주의 

장기간을 두고 측정하 다. 환원당 함량을 알아보기 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환원당 정량하 다. Separation module (Waters 2690, 

Waters Co., Milford, MA, USA), Refractive index detector (RI, Waters 2410, Waters Co.),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 (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Co.), High performance carbohydrate column (4.6×250mm, 4μm, Waters Co.) 를 사용하 고 

acetonitrile : water(70 : 30)를 이동상으로 하여 흐름속도 1.4 mL/min으로 하 다. 표 물질은 

fructose, dextrose, sucrose, maltose, lactose  glucose를 사용하 으며 이를 순수에 녹여 

mg/10mL 농도의 보존용액을 조제하고 필요에 따라 희석하여 일련의 표 용액을 만들고 각각 

HPLC에 주입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 피크 면 의 검정곡선을 작성하 다. 꿀 한 표 물질과 

같이 조제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고 HPLC로 분석하 다. 

 

  (10) 감마선 이용 홍란의 장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분말 홍란은 지역 도매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구입한 홍란 시료는 

10 g씩 0.1 mm 두께의 포장지(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Sunkyung 

co., Ltd, Seoul, Korea)를 이용 포장하 다. 방사선 조사 시 포장방법이 홍란의 미생물학 ,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분말홍란을 각각 10 g씩 담아 함기, 진공  질소

치환 포장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

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각각 3, 5, 7, 10 kGy가 되

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미생물 평가는 시료 10 

g을 clean bench내에서 멸균 nylon bag(10×15cm; Sunkyung Co., Ltd)에 담아 시료 량의 9

배의 멸균 peptone 수(0.1%함유,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넣고 Stomac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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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r(Model 400, Tekmar Co., USA)로 2분간 잘 균질하여 시험액으로 사용하 다. 시험액을 

Nutrient agar(Difco Lab.)에 종하고 37℃ 배양온도에서 2～4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Microcount 1008, CA, USA)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미생물 수

는 시료 1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검출을 한 최소 계수 한계치는 102 

CFU/g이었다.

   (다) 색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홍란의 색도 변화를 찰하기 해 시료 10 g를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5 ml씩 넣은 후 color/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색도(redness, a

*
)  황색도(yellowness, b

*
)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라) 능평가

   시료 10 g을 1회용 용기에 담아 패  20명에게 제공하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능  품질 

변화를 측정하 다. 능검사는 색(color), 향(flavor) 그리고 종합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하여 7  척도법으로 평가하 다.

  (11) 감마선 이용 환자  민감 소비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가) 재료  포장

   실험 재료는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류  빙과류(3종), 아이스크림류(3종), 

아이스 크류(3종)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1종)를 서로 다른 4군데의 매 에서 구입하

고, 한 같은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코  딸기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상기와 같은 방법

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미생물 분석을 해 아이스크림을 각각 10 g씩 취하여 멸균

된 polyethylene bag(2 mL O2/m
2
/24h at 0℃; 20 cm × 30 cm;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포장한 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

원성 미생물의 분리  동정을 해 서로 다른 2군데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

용하여 실온(14±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

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아이스크림은 -20℃에서 0, 

2  4주 동안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  안정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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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 후 장기간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검사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곰팡이, 장균군을 측정하 다. 즉,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0 mL를 첨가하

여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

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각각의 배지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3

7℃에서 세균은 2일, 효모  곰팡이는 25℃에서 5일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다. 아이스크림

의 미생물 분석을 해 사용한 배지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으며, 효모  곰팡이 검출을 한 배

지는 멸균된 10% tartaric acid를 멸균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첨가하여 pH 3.6이 되도록 조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장균군의 경우 eosin 

methylene blu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다. 한편, L. ivanovii, 

E. coli,  S. typhimurium에 한 감마선의 D10 값을 산출하기 해 아이스크림을 40 kGy로 

조사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완 히 멸균시킨 후 각 시료에 200㎕의 배양액을 종하

여 각각 0, 1, 3,  5 kGy로 조사하여 생존한 병원균의 수를 확인하고 D10값을 산출하 다.

   (라)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  동정

   Listeria spp.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buffered listeria enrichment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을 첨가하여 30℃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oxford medium(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palcam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

0℃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나타난 집락을 0.6% yeast extract 가 첨가된 tryptic so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계 배양한 후 30℃에서 48시간 배양하여 나타

난 집락을 catalase 검사  그람 염색을 통해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Listeria kit(API
Ⓡ

,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E. coli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brain heart infusion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

을 첨가하여 35℃에서 3시간 배양한 후 tryptone phosphate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을 첨가하여 44℃에서 20시간 배양하 다. 그 다음 Levine's 

eosin-methylene blue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MacConke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한 다음 35℃에서 20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이용하여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

,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lactos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225 mL을 첨가하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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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액 1 mL을 각각 tetrathionat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selenite cystin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rappapor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10 mL과 혼합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bismuth sulphit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xylose lysine desoxycholat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hektoen enteric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나타난 집락을 nutrien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순수분리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나타

난 집락을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통해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마)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2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간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12) 수정과의 장 안정성 평가  감마선 용 미생물 안 성 확보 기술개발

   (가) 시험재료  방사선조사

   본 연구에 사용한 분말수정과는 지역 소매 으로부터 3개 제조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 다. 구입한 수정과 시료는 30 g씩 0.1 mm 두께의 포장지(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고 함기 포장한 후 감마선을 조

사하 다.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각각 1.5, 3.0, 4.5, 

6.0 kGy가 되도록 실시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감마선 조

사 한 시료는 비조사 조구와 함께 실온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나) 미생물 분석

   분말수정과의 미생물오염 수 을 평가하기 해 시료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peptone수(0.1%,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총균수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

을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Detroit, USA) 배지에 종하고 37℃에서 48-72시간 배

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냈으며, 효모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Detroit, 

USA)를 사용하여 25℃에서 2-5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 다. 장균군은 Eosin Methylene Blue 

agar (EMB, Difco Co., Detroit, USA)를 선택배지로 사용하여 37℃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집락

을 계수하 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한편, 수정과의 완

멸균을 한 최  조사선량을 설정하기 해 식품공 상의 생존세균 발육시험법(11)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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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료 내의 생존 미생물을 분석하 다.

   (다) 색도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색도 변화를 찰하기 해 시 제품의 섭취방법에 따라 분

말수정과 시료 10 g를 100 mL 멸균증류수에 용해하여 액상 수정과로 조제한 후 색차를 분석

하 다. 이 때 표 색은 L
*
값이 90.5, a

*
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

용하 다. 

   (라) 능평가

   색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시료 10 g을 100 mL 멸균 증류수에 용해하여 액상수정과를 조제

한 후 훈련된 능평가 패  20명에게 제공하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능  품질 변화를 측정

하 다. 능검사는 액상수정과의 색(color), 맛(taste), 향(flavor), 종합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하여 7  척도법으로 평가하 다. 

   (마) Cinnamic Aldehyde 함량분석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정과의 유효성분인 cinnamic aldehyde의 함량변화를 측정하기 해 

Park 등(12)이 사용한 HPLC 분석법을 이용하여 시료  cinnamic aldehyde 함량을 분석하

으며, HPL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Column은 Nova-Pak C18 (3.9×150 mm)을 사용했으

며, Injection volume은 20 μl이었다. 이동상은 CH3CN : CH3COOH : DW = 28 : 1.3 : 70.7 비

율로 제조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시료를 분석하 다. 표  검량선은 cinnamic aldehyde 

(99
+
%,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를 농도가 각각 50, 100, 250, 500, 1000, 

2000 ㎍/ml가 되도록 hexane에 희석한 후 상기 분석조건에 따라 작성하 다. 

   (바) 통계분석

   상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를 이

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마.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1)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가) 숯 가루를 넣은 부직포 지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숯 가루는 시 에서 일반 으로 매되고 있는 활성탄(바이오워트, 가

마건강 참숯마을, 경남 창원)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이들은 한번 구워진 숯을 1000℃의 고온

에서 두 번 구워낸 것으로 미세한 구멍들이 확 되어 흡착력이 3 ~ 5배 강해졌다. 돈육 시료

의 약 5  10 량% 분량의 숯가루를 작은 부직포 지에 넣고, 열 합기를 이용하여 합

하여 시료의 포장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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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 조사

   숯가루 지를 돈육과 함께 일반 식품 포장재에 넣어 함기 포장하 다. 숯을 이용하여 포장

된 돈육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감마선 조사시설(선원 10만 Ci, Co-60)을 이용하여 실온(12 ± 

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방사선 조사되었다. 돈육의 감마선 조사 선량은 0, 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세릭-세로스 선량계(ceric- 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2 kGy 다. 상기의 숯가루 지를 이용하

여 포장된 돈육을 방사선 조사한 후, 하기의 다양한 실험에 사용하 고, 모든 실험은 2회 반복

하 으며,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계분석시스템

(SAS Version 5 edition)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SNK (Student-Newman-Keuls) 다  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의 유의성을 5% 이내의 한계로 조사하 으며, 평균값과 표 오차를 나타내었

다. 본 실험에서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방사선 조사된 돈육에 한 능  품질을 평가하기 

하여, 숯 첨가 비조사군, 숯 미첨가 조사군  숯 미첨가 비조사군의 조사취 차이를 평가하

다. 

   (다) 차이식별검사

   숯가루 지를 첨가하여 포장된 방사선 조사 돈육의 조사취 제거를 평가하기 하여, 아래

와 같이 실험을 하 다. 조사취에 따른 능  품질의 평가를 한 차이식별검사의 하나인 순

법을 실시하 으며, 이는 각 돈육 시료의 조사취에 해 단순히 순 를 정하는 방법으로서 

순 의 합과 평균 순 를 계산하여 통계처리 하 다.  본 실험에서 조사취가 나지 않는다
를 1 으로, 조사취가 심하게 난다를 6 으로 표시하도록 하 다.  검사는 숯을 0, 5 는 

10 량%로 첨가하여 포장한 돈육에 각각 0, 5 는 10 kGy의 방사선 조사를 한 후,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발되는 지질산화도는 TBA (2-Thiobarbituric acid) 값을 측정하여 평

가하 다. 상기 실험  1에서와 같이 처리된 돈육 시료의 TBA 값을 측정하기 하여, 돈육 시

료 0.5 g을 50 ㎖ 원심분리 에 넣고, 50 ㎕의 BHA (7.2% 에탄올 용액)과 16 ㎖의 증류수와 

함께 균질기(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균질화하 다.  시료 1 ㎖

을 2 ㎖의 TBA/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 (15% TCA의 20 mM TBA 용액)과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탕 가열하 다. 시료를 냉각한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15분간 2000 rpm의 속도로 원심분리시

키고, 분 계(UV 1600 PC, Shimad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상등액의 흡

도(O.D.532)를 측정하 다. 말론디알데하이드(Malondialdehyde)의 농도(mg/kg)는 표 선

(determination curve)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숯의 첨가가 방사선 조사된 돈육 조사취에 미치

는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자코(Electronic nose)를 이용하여 하기와 같이 향취 분석을 하

다. MOS 어 이(Metal oxide sensor array)와 자동 시료채취기가 장착된 자코 시스템(FOX 

3000, Alpha M.O.S., SA, Toulouse, France)이 본 실험에 이용되었다.  3 g의 돈육시료  0.3 

g의 숯을 20 ㎖ 용기(vial)에 넣고, 실리콘/PTFE 막(silicon/PTFE septum)과 알루미늄 뚜껑으

로 하 다.  합성 공기(99.995% 순도, 20% 산소  80% 질소)를 운반기체(Carrier ga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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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으며, 공기의 공  속도는 150 ㎖/min로 하 다.  상 습도는 공기 조 기(ACU 500)

에 의해 조 되었다.  시료는 50℃의 온도로 20분 동안 흔들어 주면서 항온기에서 보 한 후, 

시료의 상부 공간(headspace)(2000 ㎕)을 가스 시린지(gas syringe)로 뽑아내 센서로 주입하

다.  센서들의 반응(△R/R0) 데이터를 처리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 다. 본 발명에 따른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방사선 조사된 돈육의 상부 공

간의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기 하여 하기와 같은 실험을 하 다. 돈육시료 3 g과 숯 0.3 g을 

22 ㎖ 용기에 넣고, 실리콘/PTFE 막과 알루미늄 뚜껑으로 한 후, 0, 5,  10 kGy의 조사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 다. 카복센/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Carboxene /polydimethylsiloxane; 

carboxene/PDMS, 두께 75 ㎛)으로 코 된 고형상 미세 추출(Solid-phase Microextraction; 

SPME) 섬유(fiber; 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시료의 상부 공간의 휘발성 성분을 흡수

하기 하여 이용하 다. 향취 성분을 추출하기 , 섬유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주입구를 통

해 250 ℃에서 5분 동안 세척한 후에 사용되었다.  돈육 시료는 40 ℃의 가열틀(heating block)

에서 10분 동안 유지시킨 후, 고형상 미세 추출 섬유로 상부 공간의 휘발 성분을 20분 동안 추

출하 다.  다음으로, 고형상 미세 추출 섬유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되어 2분 동안 흡

착 물질들을 유출시켰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Varian Star 3400CX), 질량 분석계(Varian 

Saturn 2000)  HP-5 컬럼(5% 다이페닐(diphenyl)  95% 다이메틸폴리사일옥세인

(dimethylpolysiloxane), 30 m × 0.32 mm, 막 두께 0.25 ㎛) 등이 휘발 성분을 정량  정성

으로 분석하기 해 사용되었다.  헬륨 운반기체의 유속은 1 ㎖/min, 주입부의 온도는 250 ℃

로 유지시켰다. 컬럼의 온도는 40 ℃에서 2분 동안 유지시킨 후, 250 ℃까지 3.5 ℃/min로 상

승시켰다. 휘발성 성분은 질량 분석 데이터베이스(NIST 98 or Saturn MS library)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2) 감마선 살균과 증기살균처리된 고춧가루의 품질 특성비교 연구

   (가) 실험재료  장

   본 실험에 사용된 고춧가루 시료는 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하 으며, 감마선  스  처리

한 다음 폴리에틸  필름(0.08 mm)에 하여 실온 암소(18±12℃)에 8개월간 장하면서 실

험을 실시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스  처리

   건고추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60

Co
 

감마선 조사 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국제 으로 허용된 선량 범 인 7 

kGy 범 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이때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여 흡수선량

을 확인하 다(±5.6%). 이상의 방사선 조사 시료와 스  처리 시료는 폴리에틸  용기에 

하여 실온암소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변화를 확인하기 해 감마선 조사 후 일반 호기성 미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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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균군, 효모  곰팡이를 분석하 다. 시료 1 g과 9 mL의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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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이 용액을 다시 멸균 peptone수로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PCA, Difco Co., USA), 효모와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Co., USA), 장균군은 Eosin Methylene Blue Agar (EMB, Difco Co., USA)

로 도말하 다. 총균수  장균과 곰팡이는 30℃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으며, 장균군은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Log10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냈다.

   (라) 색도

   색도는 Hunter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Osaka, Japan, 100kC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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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Capsanthin 함량 측정

   방사선과 스  처리된 시료 0.1 g을 취하여 100 mL 삼각 라스크에 넣고 50 mL 아세톤을 

가한 후 상온의 암소에서 30분간 추출(150 rpm), 여과한 후 잔사에 10 mL acetone을 가하여 

추출, 여과하 다. 잔사에 동일한 조작을 3회 반복하여 부피를 일정하게 하여 460 nm에서 

acetone을 blank로 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3) RT/BT 이용 식품가공시 생성되는 Biofilm(생체막) 제거 기술 개발

   (가) 재료

   polypropylene (PP), polyethylene (PET),  polychlorine (PC)는 시 에서 구입한 후 1 × 1 

cm로 단하 다. 모든 시료는 70% 에탄올로 세척한 후 건조하 다. Sodium hypochlorite 

(commercial bleach 4% of chlorine, Donghwa Co., Ltd., Chungbuk, Korea)는 시 에서 구입

하 다.

   (나) 균주 배양

   실험에 사용한 3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은 Psedomonas aeruginosa KCTC 1636, Listeria 

innocua KCTC 3586  Escherichia coli KCTC 1682 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타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P. aeruginosa 

 E. coli는 tryptic soy broth (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L. innocua는 0.6% 

yeast extract (difco)가 함유된 tryptic soy broth를 이용하여 각각 37℃  30℃에서 24시간 배

양하 다. 배양배지에서 오는 오차를 이기 해 2차 배양액을 원심분리(698.75 g, 15 min)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여 0.1% peptone 수로 세척하 다. 세척은 2회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된 

3균주의 기농도는 10
7
-10

8
 CFU/mL 수 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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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균주 종  바이오필름 형성

   멸균한 PP, PET  PC는 각 배양액에 담근 후 P. aeruginosa  E. coli는 37℃, L. innocua

는 30℃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라) 감마선 조사  Sodium hypochlorite처리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

용하여 실온(14±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각각 0, 0.5,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균 배양액 한 같은 

선량으로 조사하여 비교하 다. Sodium hypochlorite는 구입한 용액에서 0, 50, 100, 200  

400 ppm으로 희석하 다. 희석한 용액을 무균 작업  안에서 균주가 종된 시료에 떨어뜨린 

후 30  동안 방치했다. 한 균 배양액에 한 Sodium hypochlorite처리 효과를 보기 하여 

균 배양액 1 mL을 희석한 용액 9 mL과 혼합하여 30  동안 방치하 다. 그 결과 균 배양액에 

한 농도에 따른 Sodium hypochlorite처리 효과는 유의 으로 차이가 없었다 (Data not 

shown) 

   (마)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  Sodium hypochlorite 처리한 시료를 petri dish에 옮긴 후 0.1% 멸균 

peptone수를 이용해 씻어낸 다음 10분간 건조하 다. 건조한 시료를 0.1% peptone수에 담근 

후 5분간 음  처리를 하고 난 다음 시료에 붙어있는 균을 떼어내기 해 1분간 혼합하 다. 

혼합한 액을 시료로 하여 표 한천배양법을 이용하여 도말하 다. P. aeruginosa  E. coli는 

tryptic soy agar (Difro, Latories, Sparks, MD, USA)를 L. innocua는 0.6% yeast extract (difco)

가 포함된 tryptic soy agar (Difro)를 이용하여 각각 37  30℃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미생물 균수는 균 배양액의 경우 Log CFU/mL로 PP, PET  PC는 Log CFU/m2로 표

시하 다.

   (바)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  

표 오차를 구하 으며, ANOVA 분석 후 Student-Newman-Keul's 다 분석법으로 p<0.05에서

의 유의차 검정을 하 다.

  (4) 방사선 이용 실험 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술 개발

   (가)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성 단백질원으로는 어분 (2종), 가 부산물, 우지부산물과 식물성 원

으로는 두박(2종), 호마박, 임자박, 탈지강, 용단백, 용유, gluten, lupin seed 등 13종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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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상사로부터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나) 방사선 조사와 가열처리

   각 시료를 polyethylene 주머니에 250-300g씩 포장한후, 선원 1만 큐리의 Co-60 감마선 조

사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400 Gray (Gy)의 선량율로 3, 5, 7, 10 kGy를 조사하 다. 한 가

열살균은 각 시료를 약 300 ml용 구병에 담아 한 후 고압증기 살균기를 이용하여 15 lb, 

121℃에서 15분간 살균 처리하여 살균에 따른 이화학  특성실험을 비교 수행하 다.

   (다) 미생물계수

   호기성 세균은 Difco-TGY agar를, 장균  장내 병원성 세균은 Difco-Desoxycholate 

agar와 BBL-Salmonellae-Shigellae agar를 사용한 평  배양법으로 37℃에서 1-2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 으며 총 곰팡이는 MYG-Chloramphenicol agar (malt extract 10 g, yeast extract 4g, 

glucose 4g, agar 20g, chloramphenicol 20mg/L, pH6.0를, 내삼투압성 곰팡이는 15% 

NaCl-Malt agar (malt extract 50g, NaCl 150g, agar 20g/L1, pH6.0를 사용하여 30℃에서 5-7

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 다.

   (라) 일반성분

   시료의 수분,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 조섬유의 함량은 AOAC법에 따라 정량하 다.

   (마) TBA가 측정

   지방질 성분의 산패도를 측정하기 해 Turner방법에 하여 시료 kg당 malonaldehyde량 

(mg)으로 나타내었다.

   (바) 아미노산 정량

   아미노산 함량은 6N-HCl로 산 가수분해 시킨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Hitach Model 835)

로 총아미노산을 정량하 다.

   (사) 색도측정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 (Model ND-1001 에)에 의해 명도(L값), 색도(a값), 황색

도(b값)  색차(E값)을 각각 측정하 다.

  (5) 식품류 유래 방사선 항성 미생물 탐색  제어기술 기 연구

   (가) 재료

   조사에 이용된 식품으로는 소고기  김치 볶음밥, 수정과, 된장국, 빵을 조사하 으며, 볶

음밥의 경우 밥을 주재료로 하여 소고기  김치를 배합하여 기름 두른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볶은후 진공포장하 으며, 수정과는 시 되는 건조제품을 이용하여 제품에 표기된 용량의 증류

수를 부어 제조한 후 용기에 담았다. 빵의 경우 시 에 매되는 포켓센드 치를 구입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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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된장국은 시 의 식당에서 공 받았다.

   (나)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선원 10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

온에서 조사하 으며, 빵과 된장국은 30 kGy, 소고기 볶음밥 과 김치 볶음밥은 6 kGy, 그리고 

수정과는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다) 미생물의 배양

   7일에서 30일 동안 36℃에서 보 한 후 변질된 시료로부터 미생물을 TSA 배지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배양하여 순수분리하 다.  각 시료로부터 3개의 콜로니를 얻어 이를 동정에 이용하

다.

   (라) DNA 추출

   방사선 항성 세균이 배양된 배지에서 단일콜로니의 세균 집락을 ep tube에 옮긴후 DNA 

추출키트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 다. 

   (마) PCR and DNA 정제

   세균의 16S rDNA를 증폭하기 하여 세균의 공통 primer인 27F (5'-AGAGTTTGATCM

TGGCTCAG-3')와 1492R(5'-GGYTACCTTGTTACGACTT-3')의 2종류를 사용하 다. PCR 증폭

을 하여 thermal cycler를 사용하 으며 운 조건은 최  변성에 94℃에서 4분, 다음 35 

cylcle 동안은 변성에 94℃에서 1.5분, annealing에 50℃에서 1분, 복제에 72℃에서 2분, 그리고 

마지막 복제는 72℃에서 30분이었다. Reaction mixture의 총량은 50㎕로 하 고 여기에 들어간 

reaction buffer 조성은 1.5mM MgCl2, 10mM Tris-HCl, 50mM KCl, 0.1% Triton X-100, 200 

ng/㎕ bovine serum albumin, 200 μM dNTPs, 0.2μM oligonucleotide primers, 2U Taq 

polymerase  으로 하고 여기에 50 ng의 DNA template를 첨가하 다. PCR 산물은 1.2%의 

agarose gel에 걸어서 약  1.5 kb에 해당하는 DNA band로서 확인하 다. 크기가 확인된 PCR 

산물을 분리, 정제, 농축하여 Sequencing에 사용하 다. 분리  정제는 PCR 산물정제 kit을 

사용하여 분리하 다.

   (바) Sequencing

   ABI 377 XL Upgrade slab gel  (코아바이오시스템)을 사용하여 sequencing 하 으며 이때 

사용한 primer는 27F를 사용하 다.

   (사)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분석은 BLAST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기존의 database상의 염기서열과 비교

하여 계통을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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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품의 지방산패 측정방법과 특정 미생물 생육과의 상 계RBAUD 연구

   (가) 분쇄돈육 비  감마선 조사

   분쇄돈육 30g을 oxygen-impermeable polyethylene bag(2 mL O2/m
2
/24 hr at 0℃; 20 

cm×30 cm; Sunkyung Co. Ltd., Korea)에 담은 후 포장기(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로 진공포장하 다. 그리고 3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멸균하 다.

   (나) 미생물 종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636과 Lactobacillus casei KCTC 3100을 비희석구(ND; 8.7 

and 9.2 Log CFU/g)와 반희석구((D; 5.7 and 6.2 Log CFU/g)로 나 어 종하고 20℃에서 

3주 동안 생육시켰다.

   (다) 미생물 분석

   분쇄육 (5 g)과 0.1% peptone 멸균수(Difco Labs., Detroit, MI, USA) 45 mL을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Cincinnati, Ohio, USA)를 사용하여 혼합하 다. 

Nutrient agar (Difco Labs.,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P. aeruginosa를 분석하 으며 MRS 

agar (Difco)를 사용하여 Lactobacillus casei를 분석한 후 CFU/g으로 표기하 다.

   (라) pH 측정

   시료 2 g에 증류수 18 mL을 넣어  후 균질기(DIAX 900, Heidolph, Schwabach, Germany)

를 사용하여 균질화 한 후 pH meter기(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

로 pH를 측정하 다.

   (마)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값 측정

   시료 5 g에 증류수 15 mL과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50uL을 넣어주고 5 간 균질

화 한다. 균질물 1 mL과 thiobarbituric acid (TBA)/trichloroacetic acid (TCA) solution (20 

mM TBA in 15% TCA) 2 mL을 섞어  후 90°C로 10분간 탕해주고 10분간 냉각시킨다. 다

음으로 20분간 600×g로 원심분리기(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로 원심분

리시킨 후 spectrophotometer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로 

흡 도를 측정하여 mg malondialdehyde/kg sample로 나타내었다. 

  (7) 녹차가루 이용 발효식품, 가공식품의 장안 성  품질 향상에 한 연구

   (가) 녹차 첨가 청국장

   재료

   원료 두는 2005년 충남연기에서 수확한 백태를 농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녹차는 

발효  증제정도에 따라 완  발효시킨 완 발효차(떡차, Ttuck-cha), 간 발효시킨 반발효차

(오룡차, Ooreung-cha), 발효를 하지 않고 찻잎을 덖음시킨 불발효차( 의차, Choi-cha)  찻잎

을 강하게 증제시킨 증제차(가루차, Powder-cha)를 모두 지리산 명차원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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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청국장 제조에 사용한 종균은 충남 학교에서 분양 받은 청국장 분리균(Bacillus subtilis 

SLL-2)을 Nutrient Broth (Difco Co. USA)에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사용하 다.

   청국장 제조

   선별한 두를 수세하여 10℃의 물에 18시간 동안 침지하고 약 1시간 동안 수 한 후 12

1℃에서 30분간 증자하 다. 증자콩을 50℃로 냉각시킨 후 완 발효차, 반발효차, 불발효차, 증

제차를 증자콩에 해 각각 5%씩 첨가하고 충남 학교에서 분양 받은 청국장 분리균(Bacillus 

subtilis SLL-2)을 기 미생물 농도가 각각 106 Colony Forming Unit (CFU)/g 이 되도록 종

하여 37℃에서 발효시켰다. 발효가 끝난 시료는 동결건조를 한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미생물 검사

   청국장의 미생물 생육정도를 분석하기 해 동결건조 청국장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peptone수(0.1%,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균질화 하 다. 생균수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

을 Nutrient Agar(NA, Difco Co., Detroit, USA)에 종하고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30～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

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
2 

CFU/g 이었다.

   이화학  특성

   pH는 동결건조 시료 10 g에 증류수 50 mL을 가하여 섞은 후 pH meter (Model 530, 

Corning, New York, USA)로 측정하 다. 색도는 시료를 지름 50 mm의 용기에 5 g씩 넣은 

후  color/color colori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색도(redness, a

*
)  황색도(yellowness, b

*
)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

*
값이 90.5, 

a
*
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휘발성 염기태 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

   휘발성 염기태질소함량은 Conway 미량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동결건조 청국

장 시료 2 g에 10% TCA 10 mL을 가하여 blender로 30 간 균질화한 후 다시 10 % TCA로 

20 ml 까지 채운 후, Whatman Paper (No. 4)로 여과한 여과액 1 ml을 Conway 외실 왼쪽에 

넣고 내실에 0.01N H3BO3 1 mL과 Conway Reagent (0.066% methyl red in ethanol : 0.066% 

bromocresol green in ethanol = 1 : 1) 50 ㎕를 가하고, 외실 오른쪽에 K2CO3 1 mL을 넣어 

37℃에서 2시간 방치한 후 내실에 0.02N H2SO4로 엷은 붉은색이 될 때까지 정하 다. 

   능평가

   녹차첨가 청국장의 능  품질특성을 평가하기 해 20인의 panel을 상으로 동결건조 

청국장 시료의 외 , 향(구수함, 콩냄새, 이취), 맛  종합  기호도를 7  평 법(1, 매우 싫다 

- 7,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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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여능

   녹차첨가 청국장의 항산화활성을 평가하기 해 DPPH법을 이용한 자공여능을 분석하

다(156). 청국장 시료를 증류수에 1.0 mg/mL 농도로 희석한 여과액 1 mL에 0.2 mM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메탄올 용액 1 m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방

치한 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항산화력은 다음과 같이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로 나타냈다. 

   통계학  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를 이용

하여 One Way-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나) 녹차 첨가 유과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찹 은 주에 소재한 유과 문제조업체에서 2005년 경기도 이천에서 

수확한 찹 을 구입하여 사용하 고 녹차가루는 남 보성에서 생산한 녹차를 구입하여 가루

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유과제조

   유과제조는 통한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 다. 구입한 찹 을 수

세하고 30℃의 따뜻한 물에 2～3일 수침하 다. 수침한 찹 을 롤러 을 사용하여 분쇄(70～80 

mesh) 후 찹 가루와 부재료(소주, 두즙)  녹차가루를 1, 2, 3 %로 혼합하여 반죽하 다. 

찹 반죽을 증자솥에 넣어 4시간동안 반죽물의 내부온도가 95～100℃가 되도록 증자하 다. 증

자 후 호화된 찹 반죽을 용기에 옮겨 나무 을 이용하여 5분 동안 꽈리치기(60회 이상/min) 

하 다. 꽈리치기한 반죽물이 성형 과 롤러에 붙지 않도록 가루를 고르게 뿌린 다음 반데기

를 만들었다. 반데기를 80℃에서 4시간 건조 후 60℃에서 2시간 건조하 으며 건조된 반데기를 

길이(40 mm), 비(15 mm), 높이(40 mm) 크기로 단한 후 수분함량이 15～20% 정도가 되도

록 35℃에서 재 건조하 다. 수분 조 된 반데기의 유탕팽화는 110℃의 식용유에서 40 간 1차 

팽화시킨 후 130℃에서 15 간 2차 팽화시키고 170℃에서 10 간 최종 팽화시켜 유과(유과바

탕)를 제조하 다.

   일반성분 분석

   유과 바탕의 수분함량은 자동 수분측정기(IR Moisture analysis, CE,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조지방 함량은 자동 조지방측정기(Soxhlet system, Raypa,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물리  특성 분석

   유과바탕의 외형  모습은 Digital camera(FinePix E550, Fuji Photo Filim Co., Lt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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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촬 하 다. 유과의 팽화율은 녹차첨가량에 따라 제조 후 건조시킨 반데기를 튀긴 

후 팽화율을 측정하 다. 유과의 기계 인 경도는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U.K.)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탄성력(Spinginess), 부착성

(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을 12주간 장하면서 측정하 다. 이 때 Probe는 P2 

2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 고, test speed는 1.0 mm/sec, travel distance는 70%, load cell

은 5 kg 조건으로 경도를 측정하 다. 색도측정은 유과를 튀긴 후 12주간 장  color/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색도

(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 값이 90.5, a*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능검사

   능검사에 사용된 유과는 튀긴 후 지경 10 cm의 흰색 폴리에틸  1회용 시에 담아 난수

표를 이용한 3자리 숫자로 표시하여 훈련된 능평가 패  20명에게 제공하여 녹차가루 첨가

에 따른 능  품질 변화를 측정하 다. 평가항목으로는 시료의 단맛(sweetness), 조직감

(hardness), 입안에서 녹는 느낌(mouth feel), 색의 바람직한 정도(color acceptability), 맛의 바

람직한 정도(taste acceptability), 체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이취(off flavor)를 평가하

다. 평가척도는 7  평 법으로 평가하 다.

   지방 산패도 측정(항산화효과)

   시료 5 g에 50 μL의 BHA(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

하여 원심분리(2,000 rpm, 15분간)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 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g sample(wet basis)로 표시하 다.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를 이용

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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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 개발

  (1) 방사선 식품조사기술 개발 략 수립  硏․軍 합동 군 식 생 실태 조사

   군 식 생화  식 독 방을 한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에 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를 발간(KAERI/AR-686/2003, 2003)하고, 국방부  각 군 군수지원 담당자들의 식품 방사선조

사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홍보자료로 활용하 다. 군 식품은 오염유기체에 의한 

해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계

에 계없이 단체 식을 심으로 식인성 질환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군 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단, 군 식체계에서 식 독 발생률이 상 으로 높은 식품군을 

분류하고 각종 해성  품질 하 요소 등을 분석하고, 군 식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육군종합군수학교와 硏․軍 공동연구 력 약을 체결(2005. 5. 25)로 

방사선 기술 이용 군 식 생품질 개선  차세  투식량 개발을 한 력방안을 구축하

고, 그 일환으로 군 식품 생실태 조사  방사선 용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군 식 식재

료의 미생물학  해도를 평가하기 해 표 인 식재료 12종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Table 1-2~1-11), A등 (매우 해함)은 총 3종(분쇄육가공품, 두부, 고춧가루)이었으며, B등

( 해함)은 1종(가공샐러드), C등 ( 해도 낮음)은 1종(햄버그빵), D등 ( 해도 매우 낮음)은 

총 7종으로 나타났다. 육가공품의 제조 실태  미생물 오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햄  소시지

는 원료육에 함유된 해미생물이 가열공정에 의해 사멸되나, 분쇄육의 경우 혼합과정에 의해 

2차 오염되며, 가열에 의해 사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 식 생화를 해서는 고 해군(A등

)으로 평가된 식재료들에 한 생 리가 필수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2. The result of evaluation of microbial hazard on military meal foodstuff

(Unit: CFU/g)

Code Sample
Total viable 

cells
Enterococcus E. coli Listeria Starphylococcus

Fungi

/Yeast

A Press ham ND1) ND ND ND ND ND

B Vienna sausage ND ND ND ND ND ND

C Chicken patty 8.0×107 2.4×104 2.4×104 1.2×103 7.0×103 2.0×104

D Hamburg bread 1.8×103 ND ND ND ND ND

E Bean curd 9.0×107 ND ND ND 8.0×102 ND

F
Red pepper 

powder
3.2×10

6 5.0×102 3.0×102 2.5×105 1.0×103 3.0×103

G Salad 7.2×102 ND ND ND 6.3×102 ND

H Mustard sauce ND ND ND ND ND ND

I Tartar sauce ND ND ND ND ND ND

J Chili sauce ND ND ND ND ND ND

1)ND: limit detection 〈 101-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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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result of evaluation of microbial hazard on military meal foodstuff

(unit: CFU/g)

Group Item
Total viable 

cells
Coliform* E. coli Listeria Staphylococcus

Material 

meat

Beef 7.7×10
3 2.0×101 1.0×101 ND 1.2×102

Pork 6.0×105 ND ND 4.0×102 3.3×103

Chicken 2.3×105 6.1×102 3.8×102 4.0×102 5.1×102

Mixed meat 8.0×105 3.3×103 ND 3.0×103 1.1×104

End 

product

Chicken 

patty(smoke)
6.3×105 7.0×101 ND 1.9×103 1.2×105

Bulgogi(smoke) 1.1×106 4.7×102 ND 2.0×102 2.2×105

Dried spice

Beef taste 

seasoning
1.0×10

3 ND ND ND ND

ISP 2.0×10
4 ND ND ND ND

Nutmag 7.9×103 ND ND ND ND

Redpepper powder 2.7×106 ND ND ND ND

*
식 독 험인자

1)
불검출: 검출한계(10

1
-10

2
 CFU/g)이하

   (가) 완제품

   1차 평가에서와 같이 햄버거 패티와 고춧가루는 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훈련소와 버팔로

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생물 분포도는 유사하게 나타나 운반  장  오염이 아닌 생산단계 

자체 오염으로 사료된다.

  [불고기패티] 

  버팔로               

  훈련소                        

        장균군(기포, 자색)   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치킨패티]

  버팔로          

  훈련소         

          장균군(기포, 자색)   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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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재료

   생육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모두에서 해미생물이 검출됨.

   [쇠고기]

  E. coli(검은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닭고기]                                                  

          

  E. coli (검은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돼지고기]   혼합육

    분쇄․혼합육에서도 해미생물 검출됨.

        

장균군(기포, 자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다) 건조향신료

   고춧가루 외 2종의 건조향신료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됨.

  [고춧가루]          [마리네이드]             [부용]

  

리스테리아(검은색) 

   본 평가결과, 식육자체에 포함된 해미생물이 완제품(햄버거패티)까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분쇄  혼합과정 후 미생물오염이 소폭 증가하고 패티 제조과정  1차 가열단계

에 의해 해미생물은 사멸되지 않았다. 식육 는 건조향신료의 한 살균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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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원료육 돈육 1.8×105 3.7×102 불검출 불검출

원료혼합육 혼합육 2.6×104 3.0×101 1.0×101 6.0×102

비엔나소시지(포장 ) 2.9×105 7.7×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비엔나소시지(포장후) 1.2×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토마토 찹 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토마토 찹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햄버거빵 7.0×10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able 1-4. 동양 (경북경산)

평가 결과 (단 :CFU/g)

분류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원료육

우육 3.0×10
3

5.0×10
1

불검출 불검출

돈육 9.7×104 9.9×104 1.2×103 4.0×102

계육 2.0×105 2.4×103 1.7×102 4.2×102 3.0×102

명태살 9.2×10
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원료혼합육 불고기패티혼합육 2.0×105 1.3×104 6.9×103 불검출

완제품

(패티류)

돈가스 3.4×105 5.0×102 3.0×101 불검출

생선가스 4.7×10
5

3.0×10
2

불검출 불검출

치킨패티 2.1×107 9.9×103 불검출 불검출

미트볼 3.0×104 8.0×101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햄류)
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원료

(가공샐러드)

마요네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이피클 2.0×10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콘옥수수 7.0×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소스류)
양념치킨소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able 1-5. 동원 (충북진천)

Table 1-6. 킹스코 (충북음성)

Table 1-7. 명 ( 구)

*
식 독 험인자

1)불검출: 검출한계(101-102 CFU/g)이하

    (라) 햄류  소시지류

    원료육에 함유된 해미생물이 햄 제조 후 가열살균에 의해 사멸됨

Table 1-8. 식육가공품  재료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훈연햄
동양

(경북경산)

원료 9.7×10
4

1.0×10
5

1.2×10
3

4.0×10
2

7.5×10
4

완제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돈육참좋은

스모크햄

복천

(경기이천)

원료 2.9×105 1.2×103 8.9×102 2.0×102 9.0×104

완제품 2.0×104 2.0×1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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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소시지류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 동원(충북진천) 원료 1.8×10
5

3.7×102 불검출 불검출 6.2×10
3

비엔나소시지 완제품 1.2×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돈육 복천(경기이천) 원료 2.9×105 1.1×103 8.9×102 2.0×102 9.0×104

계육 원료 2.7×10
5

1.6×10
2

1.6×10
2

2.0×10
2

2.0×10
5

난백 원료 5.6×106 4.6×102 3.5×102 불검출 3.1×102

참좋은

볼로냐소시지
완제품 1.8×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엔나소시지 복천(경기이천) 완제품 3.5×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101

 

    (바) 분쇄가공품

    - 분쇄가공육에 함유된 부분의 해미생물은 원료육에서 기인.

    - 혼합과정에 의해 2차 오염되며, 가열에 의해 사멸되지 않음.

Table 1-10. 분쇄가공품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 버팔로( ) 원료 6.0×10
5

불검출 불검출 4.0×10
2

3.3×10
3

우육 원료 7.7×103 5.0×101 1.0×101 불검출 1.2×102

비 맛시즈

닝
원료 1.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맥 원료 7.9×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합육 원료 8.0×105 3.3×103 불검출 3.0×103 1.1×104

불고기패티 완제품 8.0×10
4

3.6×10
2

불검출 4.0×10
3

2.7×10
4

계육 버팔로( ) 원료 2.3×105 9.9×102 3.8×102 4.0×102 5.1×102

우육 원료 7.7×103 3.0×101 1.0×101 불검출 1.2×102

마리네드 원료 3.5×10
5

불검출 불검출 7.5×10
3

불검출

부용 원료 2.8×104 불검출 불검출 4.0×102 불검출

불고기패티 훈련소( ) 완제품 1.1×106 4.7×102 불검출 2.0×102 2.2×105

치킨패티 훈련소( ) 완제품 6.3×10
5

7.0×10
1

불검출 1.9×10
3

1.2×10
5

치킨패티 동양(경북경산) 완제품 2.1×107 9.9×103 불검출 불검출 2.5×104

불고기패티

배합육
동양(경북경산) 원료 2.0×105 1.9×104 6.9×103 불검출 3.8×103

냉동돈육 세양( 남함평) 원료 1.5×104 6.0×103 2.0×103 불검출 7.2×103

냉동우육 원료 5.0×105 4.5×103 3.0×101 1.0×102 9.0×102

배합육 원료 6.0×10
8

4.8×10
3

5.0×10
1

1.2×10
3

2.7×10
3

불고기패티 완제품 5.0×104 1.5×103 불검출 5.0×102 2.1×103

배합육 남부햄(경기평택) 원료 7.0×105 5.7×103 불검출 1.0×102 8.9×103

치킨패티 완제품 3.1×10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2×102

돈육 남부햄(경기평택) 원료 3.7×105 4.2×103 2.4×103 3.0×103 8.7×101

혼합육 원료 6.8×105 9.0×103 불검출 불검출 7.5×103

불고기패티 완제품 6.2×10
5

2.7×10
3

불검출 불검출 2.7×10
2

돈육 복천(경기이천) 원료 2.9×105 1.1×103 8.9×102 2.0×102 9.0×104

분쇄당근 원료 1.1×106 6.3×102 1.2×102 불검출 4.0×101

분쇄마늘 원료 5.8×10
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쇄양 원료 8.5×105 1.0×101 불검출 2.0×102 불검출

미트볼 완제품 4.0×106 4.2×102 4.2×102 2.1×104 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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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분쇄가공품 외 가공품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E. coli 리스테리아
황색포도

상구균

햄버그빵 명( 구) 완제품 7.0×10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마요네즈 동양(경북경산) 원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이피클 원료 2.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콘옥수수 원료 7.0×10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가공샐러드 세양( 남함평) 완제품

아몬드 맛샘(경기부천) 원료 3.2×104 불검출 불검출 1.1×102 8.0×101

건포도 원료 3.0×10
3

1.0×10
1

불검출 1.0×10
2

1.0×10
1

마요네즈 원료 1.0×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옥수수 원료 3.7×104 2.1×103 1.2×103 1.0×102 1.7×103

마카로니 원료 2.9×10
5

7.9×10
2

7.8×10
2

불검출 2.0×10
1

오이피클 원료 1.8×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햄 원료 2.0×104 1.2×103 1.1×103 1.0×102 1.2×103

가공샐러드

(미살균)
반제품 1.1×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01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햄버거패티로 만든 콩나물무침과 햄버거를 차이식별검

사한 결과 총 24개의 답변수  정답수가 9개로 나왔다. 삼 검사의 유의성 검정표(p<1/3)에 

의하면 총답변수가 24인 경우 유의  차이를 표명할 수 있는 최소 정답수는 유의성 0.05, 0.01, 

0.001에서 각각 13, 14, 16이다. 이에 본 평가 결과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햄버거 패티를 

식품에 용하 을 때, 능학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 콩나물 (정답수/총답변수)

    

1조 2조 3조

1 set 1/4 1/4 3/4

2 set 1/4 2/4 1/4

합 계 9/24

   (자) 햄버거 (정답수/총답변수)

    

1조 2조 3조

1 set 3/4 0/4 1/4

2 set 2/4 2/4 0/4

합 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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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 식체계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 용  실용화 선행 식 용 평가

   (가)감마선 조사가 군 식용 구운 어묵에 미치는 향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공 해산물 가운데, 어육은 가장 인기 있는 식품  하나이며, 식품조

리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단백질 공 원으로서의 이용성으로 인해 어육에 한 소비자들의 요

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묵은 여러 가지 어육을 재료로 만들어지며, 표 인 편의식품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어묵은 그 양가, 비용, 맛 등으로 인해 단체 식에서도 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체 식용 구운 어묵의 미생물학  품질과 이화학  

변화에 미치는 감마선 조사의 향을 다양한 장조건 하에서 평가하 다.

   미생물 분석

   Table 1-12는 다양한 장조건에서의 감마선 조사된 구운 어묵의 총균수를 나타내고 있다. 

비조사 구운 어묵의 총균수는 함기  진공포장에서 각기 략 3-4 Log CFU/g 이었다(Table 

1-12). 본 연구에서 5℃ 장된 비조사 시료의 총균수는 장기간이 늘어나도 히 증가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30℃ 장 비조사 시료의 총균수는 기 3일간의 장기간 동안 함기와 진

공포장에서 각각 9.l7  8.70 Log CFU/g으로 히 증가하 으며, 이후 장 기간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장 온도는 어묵의 미생물학  

품질에 뚜렷한 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다른 몇몇 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5℃에서 

장된 구운 어묵에서 4주간 장된 2.5 kGy로 조사된 어묵의 총균수는 함기  진공 포장에서 

각각 3.55  3.54 Log CFU/g 이었으며, 2.5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시료의 총균수는 최

 검출수 (2 Log CFU/g) 미만이었다. 30℃에서 장된 구운 어묵의 경우, 2.5  5 kGy의 

선량으로도 어묵의 총균수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Table 25). 함기  진공 포장된 5 

kGy 조사 어묵의 총균수는 3일간의 장기간 동안 각각 4.65  4.54 Log CFU/g , 그리고 9

일간의 장기간 동안 각각 6.05  6.37 Log CFU/g으로 증가한 반면 7.5 kGy 이상의 선량으

로 조사된 시료의 총균수는 장기간 동안 최 검출 수 미만(2 Log CFU/g)으로 나타났다. 

   지방산패도 변화(2-Thiobarbituric acid, TBA) 

   함기  진공포장한 어묵을 감마선 조사한 후 다양한 장 조건에서 장하면서 TBA 값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1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장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료의 TBARS 

함량이 다소 증가되었다. 함기포장 상태에서 조사된 시료의 TBA 값은 비조사 시료보다는 

히 높았지만 조사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Table 1-13). 본 연구에서 함기포장에 비

해 진공포장을 하 을 때, 감마선 조사  장 시 TBA 값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는데, 이

러한 결과는 다른 몇몇 연구 결과들(Chuang et al., 1990)과 일치하 다. 특히 Zhu et al. 

(2003)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TBA 값의 증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라디칼(free 

radical)들에 의해 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이는 진공포장에 의해 산소의 유

입이 차단되어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지방산화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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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 The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s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at 30
o
C

0 3.17bx1) ND2) ND ND ND 3.74cx ND ND ND ND

1 9.17awx 6.52bw 4.65x ND ND 8.70by 6.51bw 4.54x ND ND

2 8.36
aw

6.83
abw

6.82
wx

ND ND 8.41
awx

7.59
abw

6.48
wx

ND ND

4 8.38aw 7.35aw 6.05wx ND ND 8.17aw 7.23aw 6.37wx ND ND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at 5oC

0 3.17
cy

ND ND ND ND 3.74
cy

ND ND ND ND

1 3.35bcz ND ND ND ND 3.42bcz ND ND ND ND

2 3.65abxy ND ND ND ND 3.81abxy ND ND ND ND

4 3.91
ax

3.55
x

ND ND ND 3.84
ax

3.54
y

ND ND ND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ND means not detected.

Table 1-13. Changes of 2-Thiobarbituric acid (TBA) values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TBA value (μg malondialdehyde/g sample) at 30
o
C

0 2.52bx1) 3.60cw 3.54w 3.53bw 3.91w 2.52cx  3.73x  2.77x  2.90x   2.83x

1 3.70awx 3.90bw 3.47x 3.65bwxy 3.55xy 3.35by  2.84z  2.93z  2.98z   2.84z

2 3.95
aw

3.99
abw

3.75
wx

3.50
abx

3.62
wx

3.78
awx

 2.78
y

 2.96
y

 3.08
y

  2.96
y

4 4.23aw 4.14aw 4.05wx 3.73ax 3.74x 4.09aw  2.98y  2.96y  3.04y   2.99y

TBA value (μg malondialdehyde/g sample) at 5oC

0 2.52
cy

3.60
cx

3.54
x

3.53
bx

3.91
x

2.52
cy

3.73
y

2.77
y

2.90
y

2.83
y

1 2.79bcz 3.46xy 3.18yz 3.39xy 3.79x 2.73z 2.92yz 3.08yz 2.96yz 2.88yz

2 3.42abxy 3.70x 3.22xyz 3.49xy 3.72x 2.67z 2.81yz 2.98yz 3.00yz 2.91yz

4 3.78
ax

3.82
x

3.67
x

3.74
x

3.79
x

2.80
y

3.15
y

3.13
xy

3.12
xy

3.19
xy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물성측정 결과

   Table 1-14과 1-15는 다양한 장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된 구운 어묵의 최  단력과 총 

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간 최  단력에 있어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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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최  단력은 비록 조사선량이 증가하고 장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소 감소하 으나, 비례 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료간의 두께나 균질성 등과 

같은 시료의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14). 구운 어묵의 총 단력은 최  단

력의 경향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5). Cho et al. (1985)은 5 kGy의 조

사는 튀긴 어묵의 경도를 감소시켰으나 adhesiveness, cohesiveness, elasticity  chewness 등

의 물성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는 시료의 

물성을 거의 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4. Determination of the maximum shearing force (N/mm)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Maximum shearing force(N/mm) at 30℃

0 2.36
ax1)

2.41
aw

2.23
ax

2.34
ax

2.29
ax

2.27
ax

1.03
bxy

1.45
by

2.45
ax

2.13
ax

1 2.06abx 0.99cz 2.11abx 2.43ax 1.83bxy 1.35ay 1.85ax 2.18ax 1.87axy 1.83ax

2 1.80ax 2.06ax 1.99axy 1.77ay 1.92axy 1.38by 0.50cy 1.88abxy 2.32ax 1.68abx

4 2.19
ax

1.76
by

1.81
by

1.10
cz

1.75
by

0.95
by

1.35
abxy

1.43
ay

1.36
aby

0.99
bx

 Maximum shearing force(N/mm) at 5℃

0 2.36ax 2.41ax 2.23ax 2.34ax 2.29ax 2.27ax 1.03by 1.45by 2.45ax 2.13ax

1 1.99
bx

2.42
ax

1.84
abx

1.38
bcz

0.96
cy

2.10
axy

1.57
axy

0.75
bz

1.89
ax

1.87
axy

2 2.32ax 1.83aby 1.46bx 1.54bcyz 0.95cx 1.56by 2.07ax 1.11cyz 2.14ax 1.76aby

4 2.24ax 2.42ax 2.03abx 2.12abxy 1.55bx 2.10abxy 1.38cy 2.73ax 2.18abx 1.82bcxy

1)
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15. Determination of the total work of shearing (N/mm․s)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Total work of shearing(N/mm․s) at 30℃

0 10.54
ax

10.91
ax

10.72
ax

11.54
ax

10.60
ax

10.98
ax

5.51
bxy

7.50
bxy

11.66
ax

10.90
ax

1 9.22ax 5.08cz 9.18axy 10.62ax 8.67axy 5.91by 8.50abx 9.76ax 8.50abyz 8.80aby

2 8.94ax 9.80ax 9.31axy 8.42ay 8.92axy 7.33ay 2.94cy 9.20abxy 10.97axy 7.96aby

4 11.16
ax

7.74
bz

8.47
by

5.15
cz

7.89
by

5.31
ay

6.43
axy

6.91
ay

6.53
az

5.04
ay

Total work of shearing(N/mm․s) at 5℃

0 10.54ax 10.91ax 10.72ax 11.54ax 10.60ax 10.98ax 5.51bc 7.50by 11.66ax 10.90ax

1 8.64
ax

1044
axy

8.21
abxy

6.74
aby

4.51
by

9.65
axy

7.28
axy

4.98
bz

8.61
ax

9.06
ay

2 1050ax 8.40by 6.52by 6.96bcy 4.51cy 7.91bcy 9.60abx 6.32cyz 11.36ax 8.77by

4 10.16ax 10.94ax 9.00abxy 9.43abxy 6.93bxy 9.65abxy 6.60by 12.39ax 9.77abx 8.69by

1)
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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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평가

   Table 1-16과 1-17은 다양한 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한 어묵의 조사취, 어묵 고유의 풍미, 

산패취, 액형성 등의 능  특성을 나타내었다. 조사 직후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취는 

증가한 반면, 어묵의 풍미는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함기포장 시료에서 뚜렷하 으나, 진공

포장 시료에는 변화가 었다. 장기간이 지남에 따른 조사취  어묵의 풍미 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장온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산패취  액형성은 조사 직

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으며, 특히 30℃에서 장하 을 

때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패취  액형성의 수가 감소

하 으며, 10 kGy 조사구에서는 장기간이 지남에도 산패취  액형성의 수가 조사 직후

의 값과 유의 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취 증가  

어묵의 풍미와 감소와 같은 능  품질 하 상이 나타났으나, 진공포장에 의해 억제되었으

며, 10 kGy 조사 시 30  5℃ 모두에서 장기간이 지나도 능  품질이 유지되었다. 이상

의 연구결과는 지 까지 보고된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 다. Cho et al. (1985)은 감마선 조사

된 튀김 어묵의 품질변화를 연구한 결과, 3 kGy 내외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능  품질에 

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신선도가 실온에서는 약 2배, 온에서는 3-4배 정도 더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Table 1-16. Change of sensory attribu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DA test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during storage at 30℃ 

Storage 

period

(day)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Irradiation odor

0 1.8
fx1)

3.0
defx

3.6
cd

6.0
abx

6.4
ax

1.8
fx

2.0
efx

2.2
defx

3.4
cdex

4.8
bcx

3 1.8ex 3.0cdex 3.6b 6.2ax 6.2ax 2.0dx 2.2cdx 2.8cdx 3.2bcx 4.6bx

6 2.0dx 2.8cdxy 4.0b 6.0ax 6.4ax 1.8dx 2.2cdx 2.8cdx 3.2bcx 4.2bx

9 1.4
dx

1.6
dy

2.4
cd

4.4
by

5.8
ax

1.4
dx

2.4
cdx

2.4
cdx

3.4
bcx

4.0
bx

Fish meat flavor

0 5.4ax 5.0ax 4.6abx 3.0bcx 2.2cx 6.0ax 6.0ax 5.2ax 4.4abcx 4.4abx

3 3.2
bcy

4.4
abcx

4.8
abx

3.6
abcx

2.8
cx

4.8
aby

5.4
ax

5.4
ax

4.2
abcx

4.6
abx

6 3.0cdey 4.0abcdx 4.4abx 3.2bcdex 2.8dex 2.6cz 3.8abcdy 4.8axy 4.8ax 4.2abcx

9 2.4cy 2.6cy 4.2abx 3.4abcx 3.2bcx 2.6cz 2.8cz 3.4abcy 4.4abx 4.6ax

rotten odor

0 1.0az 1.0az 1.0az 1.0ay 1.0ay 1.0az 1.0az 1.0az 1.0az 1.0ay

3 5.0ay 2.8bcy 2.2bcdy 1.6dexy 1.0exy 5.2ay 3.2by 2.4bcdy 2.0cdez 1.0ey

6 6.4
ax

4.2
cdx

3.4
dex

2.0
fgxy

1.2
gy

5.6
abx

4.8
bcx

3.6
cdex

2.8
efg

1.4
gy

9 6.6ax 6.0abw 3.6cx 2.2dx 2.0dx 6.6ax 6.0abw 5.0bx 3.8cx 1.8dx

Slime

0 1.0
az

1.0
az

1.0
ay

1.0
ay

1.0
ay

1.0
az

1.0
az

1.0
az

1.0
az

1.0
ay

3 4.6ay 2.8by 2.0bcdy 1.6cdxy 1.0dy 4.0ay 2.8by 2.4bcyz 1.6cdz 1.0dy

6 6.4ax 4.2cdx 3.4dex 2.0fgx 1.2gy 5.6abx 4.8bcx 3.6cdexy 2.8efy 1.4gxy

9 6.6
ax

6.0
abw

3.6
cx

2.2
dx

2.0
dx

6.6
ax

6.0
abw

5.0
bx

3.8
cx

1.8
dx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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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Change of sensory attribu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DA test of 

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during storage at 5℃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Irradiation odor

0 1.8ax1) 3.0ax 3.6ax 6.0ax 6.4ax 1.8ax 2.0ax 2.2ax 3.4ax 4.8ax

1 1.6dx 2.6cdx 3.4cx 5.6abx 6.2ax 1.6dx 1.8dx 2.2cdx 3.2cx 4.6bxy

2 2.0
dx

2.8
bcdx

3.8
bx

5.6
ax

6.2
ax

1.8
dx

1.8
dx

2.2
cdx

3.4
bcx

3.6
by

4 1.8ex 2.8dex 3.6cdx 5.8ax 5.6abx 1.6ex 2.2cx 1.8ex 2.6dex 4.4bcxy

Fish meat flavor

0 5.4
ax

5.0
ax

4.6
ax

3.0
ax

2.2
ax

6.0
ax

6.0
ax

5.2
ax

4.4
ax

4.4
ax

1 5.8ax 3.4bcx 3.8bcx 3.8bcx 2.4cx 5.6ax 5.8ax 5.6ax 4.8abx 3.8bcx

2 4.8abcdx 4.0cdex 4.2bcdex 3.8cdex 3.4ex 5.0abcdx 6.0ax 5.6abx 5.2abcx 3.6dex

4 5.6
ax

4.4
abx

3.2
bx

3.2
bx

3.0
bx

5.2
ax

4.4
abx

5.4
ax

4.2
abx

3.4
bx

rotten odor

0 1.0az 1.0az 1.0ay 1.0ay 1.0ay 1.0az 1.0az 1.0az 1.0ay 1.0az

1 2.8
ay

2.2
aby

2.0
aby

1.6
bxy

1.2
b

2.8
aby

2.2
aby

2.0
aby

1.8
aby

1.4
byz

2 4.6ax 3.2abx 3.4abx 3.0bx 1.6c 3.6abx 3.8abx 3.2abx 3.0bx 2.4bcx

4 5.6ax 4.8abw 4.4abcx 2.8dex 2.2e 5.0abx 5.2abw 4.0bcdx 3.0cdex 2.0exy

Slime

0 1.0az 1.0az 1.0ay 1.0ay 1.0az 1.0az 1.0az 1.0ay 1.0ay 1.0ay

1 1.6ayz 1.0bz 1.0by 1.0by 1.0bz 1.4abyz 1.0bz 1.0by 1.0by 1.0by

2 2.6
ay

2.4
aby

2.4
ab

2.0
abx

1.6
by

2.4
abxy

2.0
aby

2.2
abx

2.0
abx

1.8
abx

4 4.2ax 3.6abx 2.2cx 2.6bcx 2.4bcx 3.0abcx 2.6bcx 2.0cx 2.2cx 1.8cx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복귀돌연변이 시험

   구운 어묵에 고선량의 감마선으로 조사하 을 때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을 수행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

사 시료의 탁액을 첨가하 을 때 S. typhimurium TA98, TA100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1-18  1-19와 같다. 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으로 조사한 시료는 모

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의 모든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군과 비교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활성계를 도입한 S-9 mixture를 가한 상태에서 이들 시험물질에 해 S. typhimurium을 이

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닭고기에 해 본 

실험과 동일한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 변이원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Thayer 

and Murry. (1986)의 연구와 리를 이용한 쇠고기와 햄의 변이원성시험에서 감마선 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Mittler. (1979)의 실험과도 잘 일치하 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

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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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한 닭고기 가슴살은 시험물질에 하여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닭고기 

가슴살에 한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 용시 직 인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8.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and 

organic solvents mixture1)-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umber of revertant colonies/plate

TA98 TA100

Water-fraction

5000 - 25±3 221±12

2500 - 21±2 173±20

1250 - 24±1 191±12

625 - 23±0 249±19

312 - 23±1 208±14

5000 + 37±2 358±13

2500 + 36±1 239±9

1250 + 24±5 207±19

625 + 32±6 344±17

312 + 30±3 300±6

Solvent-fraction

5000 - 28±1 149±8

2500 - 29±3 163±8

1250 - 20±3 185±12

625 - 25±3 229±2

312 - 30±5 203±5

5000 + 36±9 157±12

2500 + 27±2 211±6

1250 + 28±3 236±11

625 + 36±4 251±7

312 + 31±2 204±11

H2O - 21±4 201±23

H2O + 37±2 322±24

4NQO2) 0.5 - 284

SA
3)

0.5 - 874

2-AA4) 2 + 1210 220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experiments 

repeated with five times (p<0.05).
1)

Organic solvents mixture was prepared with the mixing rate of 2 to 1 of methanol to chloroform, 

respectively.
2)4-Nitroquinoline-1-oxide (4NQO), 3)Sodium azide (SA), 4)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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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9.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and 

organic solvents mixture1)-soluble fraction of 30 kGy gamma-irradiated grilled 

fish meat paste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 plate

TA98 TA100

Water-fraction

5000 - 31±4 147±24

2500 - 25±2 149±19

1250 - 33±1 170±28

625 - 33±3 172±19

312 - 28±7 197±11

5000 + 38±6 304±14

2500 + 27±3 221±26

1250 + 36±1 215±23

625 + 30±3 205±3

312 + 37±9 327±25

Solvent-fraction

5000 - 27±3 264±1

2500 - 24±3 199±1

1250 - 31±1 179±3

625 - 31±6 241±24

312 - 26±4 176±3

5000 + 30±2 292±8

2500 + 33±7 314±15

1250 + 25±9 234±12

625 + 39±2 250±25

312 + 29±1 304±15

H2O - 21±4 201±23

H2O + 37±2 322±24

4NQO2) 0.5 - 284

SA
3)

0.5 - 874

2-AA4) 2 + 1210 220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experiments 

repeated with five times (p<0.05).
1)

Organic solvents mixture was prepared with the mixing rate of 2 to 1 of methanol to chloroform, 

respectively.
2)4-Nitroquinoline-1-oxide (4NQO), 3)Sodium azide (SA), 4)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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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군 식용 햄버그빵의 생화 

   미생물학  평가

   감마선 조사후 장  식용 햄버그빵의 총균수  효모와 곰팡이수의 변화를 각각 

Table 1-20과 1-21에 나타냈다. 비조사구의 경우 30℃ 장 3일부터 호기성 미생물이 3.19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효모  곰팡이는 장 6일부터 3.06 Log CFU/g의 수 으로 

검출되었다. 5℃의 경우 장 7일부터 2.61 Log CFU/g 수 으로 찰되었으며, 효모  곰팡

이는 찰되지 않았다. Ellis et al. (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장 3일 후에 총 미생물 수는 

2.65-6.05 Log CFU/g, 효모/곰팡이는 2.00-4.76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와 그 동안 보고된 연구들(Jackel, 1980; Vytr`asova`et al. 2002)을 볼 때 빵의 

장  유통  효모  곰팡이 특히 독소생성 곰팡이의 오염  성장의 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1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비조사구와는 달리 장  어떠한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아 1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군 식용 햄버그빵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Table 1-20. The total aerobic bacteria and yeast/mold count of irradiated hamburger bread 

stored at 5℃. 

                                                             (Unit: Log CFU/g)

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

0 1 3 5 0 1 3 5

0 ND
1)

ND ND ND ND ND ND ND

1 2.61a2) ND ND ND ND ND ND ND

2 2.69a ND ND ND ND ND ND ND

4 2.87
a

ND ND ND ND ND ND ND

SEM  0.15  
1)ND means not detected. 
2)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21. The total aerobic bacteria and yeast/mold count of irradiated hamburger bread 

stored at 30℃.                 

                        (Unit: Log CFU/g)

Storage

Period

(day)

Irradiation dose (kGy)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

0 1 3 5 0 1 3 5

0 ND1) ND ND ND ND ND ND ND

3 3.19
c2)

ND ND ND ND ND ND ND

6 5.49b ND ND ND 3.06b ND ND ND

9 6.05a ND ND ND 3.91a ND ND ND

SEM 0.09 0.08

1)ND means not detected. 
2)

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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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감 평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군 식용 햄버그빵의 조직특성변화를 찰하기 해 5℃와 30℃의 

장  빵의 조직감의 변화를 Table 1-22와 1-23에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구는 경도(hardness), 

부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 

(chewiness)의 물성이 비조사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의 

다당류의 분해  gel 형성력에 향을 주지만, 단백질과 지질이 복합 으로 존재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이들 성분이 분의 분해를 막아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Thomas, 1988). 

Table 1-22. Texture profile analysis of crumb of irradiated hamburger bread stored at 5℃ 

during 4 weeks.

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 3 5

Hard

-ness

0 383.07dz1) 540.53bx 349.41cz 464.74cy 28.419

1 700.09cz 690.87bz 759.83bz 911.00ay 55.374

2 1132.73axy 1313.47ax 780.50bz 942.84byz 125.929

4 911.07b 826.90b 952.12a 785.71b 128.339

SEM 89.393 140.571 55.178 73.606

Adhesi

-veness

0 -9.21ay -16.74bz -10.07ay -14.71yz 2.855

1 -18.69b -20.09a -12.90ab -16.27 4.576

2 -11.38ay -36.77bz -19.26by -16.27y 6.365

4 -25.48b -18.61b -14.47ab -14.74 5.638

SEM 3.599 7.544 3.914 3.948

Springi

-ness

0 0.78 0.81b 0.81 0.80 0.027

1 0.76 0.69c 0.76 0.81 0.060

2 0.77z 0.92ay 0.82yz 0.83yz 0.058

4 0.80 0.72b 0.83 0.83 0.054

SEM 0.056 0.053 0.054 0.042

Cohesi

-veness

0 0.47a 0.48a 0.44a 0.44a 0.020

1 0.28b 0.28b 0.30b 0.29b 0.013

2 0.30bx 0.26by 0.22cz 0.30bx 0.012

4 0.21cz 0.27by 0.30bx 0.25cy 0.012

SEM 0.013 0.019 0.012 0.011

Gummi

-ness

0 179.71byz 264.12abx 152.37cz 205.58by 19.742

1 196.90by 197.61by 229.18byz 263.43ay 20.564

2 346.51ay 346.82ay 170.34cz 288.94ay 45.343

4 198.b 235.67b 280.59a 196.08b 43.041

SEM 35.022 49.901 15.020 27.532

Chewi

-ness

0 139.79bz 217.10by 124.65cz 164.72z 22.354

1 149.01bz 135.83bz 177.66byz 214.09aby 20.690

2 271.90ay 321.35ay 137.53cz 241.88ay 45.220

4 159.33b 180.92b 231.83a 166.45b 40.901

SEM 95.650 48.418 17.400 26.870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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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장(5℃)의 경우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에서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

으며, 부착성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성, 씹힘성  탄력성의 경우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장의 경우 5℃ 장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장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응집성은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 고, 검성  씹힘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착성과 탄력성은 장기간에 따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3. Texture profile analysis of crumb of irradiated hamburger bread stored at 3

0℃ during 9 days.

Storage Period (day)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 3 5

Hard

-ness

0 383.07cz1) 540.53bx 340.94cz 464.75dy 28.419

3 635.02b 687.71b 676.67b 663.01c 65.092

6 608.66bz 726.65byz 750.44aby 830.88by 64.630

9 1160.39ay 1035.67ayz 827.91az 1046.51ayz 139.815

SEM 104.610 94.037 57.006 76.031

Adhesi

-veness

0 -9.21ay -16.74z -10.07ay -14.71ayz 2.855

3 -15.72b -21.79 -17.90b -26.38b 5.015

6 -18.53b -15.27 -20.16b -22.44ab 3.305

9 -7.62ay -19.38z -16.96abyz -22.80abz 4.935

SEM 4.013 3.657 3.599 5.206

Springi

-ness

0 0.78ab 0.81 0.81ab 0.80ab 0.027

3 0.72bz 0.86y 0.78byz 0.78byz 0.050

6 0.86a 0.79 0.87a 0.88a 0.043

9 0.83ab 0.79 0.85ab 0.84ab 0.041

SEM 0.042 0.051 0.004 0.036

Cohesi

-veness

0 0.47a 0.48a 0.44a 0.44a 0.020

3 0.32c 0.31b 0.34b 0.31b 0.018

6 0.28dz 0.30byz 0.28cz 0.31by 0.013

9 0.38by 0.31bz 0.29cz 0.29bz 0.017

SEM 0.021 0.019 0.014 0.013

Gummi

-ness

0 179.71byz 264.12abx 152.37bz 205.58cy 19.742

3 197.29b 210.34b 227.80a 201.52c 19.017

6 168.27bz 216.37by 211.64ayz 255.75by 22.079

9 427.27ay 321.81az 241.79az 305.93az 44.706

SEM 27.260 39.645 18.857 23.885

Chewi

-ness

0 139.79bz 217.10aby 124.65bz 164.72bz 22.354

3 144.27b 180.90b 179.27a 158.73b 19.617

6 145.00bz 171.78bz 185.81ayz 224.05ay 21.388

9 353.33ay 257.85az 207.62az 256.53az 39.341

SEM 23.106 38.920 20.520 21.146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빵의 조직학  특성  경도와 부착성이 호화된 분의 요한 요인이며 이는 빵의 주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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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의 종류, amylose와 amylopectin의 비율, 분 입자의 크기, 장 온도  수분 함량, 

포장 방법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1997). 따

라서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 햄버그빵의 빵은 비조사구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간

에 따른 빵의 노화 상 한 비조사구와 유사하게 나타나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 햄버그 

빵은 조직감의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색도

   감마선 조사 후 군 식용 햄버그빵을 각각 5℃와 30℃에 장하면서 색도의 변화를 찰

한 결과를 Table 1-24, 1-25에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 직후  빵의 명도(L)와 황색도(b)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빵 안쪽(crumb)과 바깥쪽(crust)의 명도는 각각 

5 kGy와 3 kGy 선량에서부터 감소하 으며, 황색도의 경우에도 안쪽과 바깥쪽이 각각 1 kGy

와 3 kGy의 선량에서부터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빵 분의 노화 

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색도(a)의 경우 방사선 조사직후 유의  차이가 보이

지 않아 방사선이 빵의 색도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후 군 

식용 햄버그빵을 5℃에 장하 을 때 빵 안쪽(crumb)와 빵 바깥쪽(crust)의 색도 변화를 Table 

1-26과 1-27에 나타냈다. 명도는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장기간 동안 유의 으로 감

소화하는 경향이었다. 

    

Table 1-24.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crumb of gamma-irradiated rice bread 

during the storage at 5℃

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SEM

2)

0 1 3 5

L

0 78.57ya1) 77.83ya 77.76ya 73.59za 0.805

1 73.84yzb 75.38ya 70.04zb 72.99yza 8.905

2 62.61zc 66.63yb 65.86yc 67.91yb 2.845

4 61.93zc 62.60zc 68.72ybc 67.55yb 5.331

SEM 4.005 5.837 5.056 2.987

a

0 0.15ya -0.02za 0.21ya 0.10yza 0.014

1 -0.51zc -0.25yc -0.12xyb 0.04xa 0.018

2 -0.10xyb -0.08zab -0.20yb -0.04zb 0.006

4 0.04xab -0.20ybc -0.16yb -0.50zb 0.010

SEM 0.015 0.012 0.008 0.013

b

0 13.85xa 12.77yb 12.84ya 11.52za 0.305

1 10.93zc 11.18zc 11.05zc 11.60za 0.678

2 12.78yb 14.01xa 11.87zb 12.37yza 0.211

4 14.04xa 13.00yb 12.88ya 12.00za 0.176

SEM 0.255 0.374 0.338 0.403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Table 1-25.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crust of gamma-irradiated rice bread during 

the storage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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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 3 5

L

0 58.79ya1) 60.84ya 53.86za 55.64za 3.086

1 53.46zb 54.89zb 54.39zb 52.73zb 8.236

2 43.48zd 51.02ybc 41.74zc 44.29zc 5.194

4 48.26zc 47.81zc 49.12zc 46.9zc 9.751

SEM 8.161 8.687 4.868 4.552

a

0 14.13yb 12.72zb 14.17yc 13.93yc 0.269

1 14.20zb 13.59zb 13.63zc 13.89zc 0.447

2 17.17ya 15.91za 18.79xa 18.74xa 0.341

4 17.14za 16.80za 16.80zb 16.54zb 1.551

SEM 0.559 1.232 0.333 0.485

b

0 25.37yc 26.31yb 22.34zb 22.66zb 1.822

1 20.25zd 22.46zc 21.75zb 21.00zb 0.710

2 32.90zb 35.49ya 31.88za 33.50yza 2.570

4 35.98za 35.58za 35.30za 35.13za 3.923

SEM 4.659 4.504 3.550 2.699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Table 1-26.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crumb of gamma-irradiated rice bread 

during the storage at 30℃

Storage period

(day)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 3 5

L

0 78.57ya1) 77.83ya 77.76ya 73.59zab 0.805

3 74.06yb 72.12yb 69.40zb 71.81yb 2.843

6 70.24zc 72.48yzb 70.59zb 73.82ya 2.735

9 -3) 70.84yb 65.23zc 68.26yc 4.209

SEM 1.494 3.276 3.224 1.919

a

0 0.15ya -0.02zab 0.21ya 0.10yzb 0.014

3 -0.18zb -0.20zc -0.15zc 0.13yb 0.010

6 -0.27zb -0.14ybc -0.07ybc 0.22xb 0.007

9 - 0.10za -0.01zb 0.41ya 0.011

SEM 0.007 0.016 0.009 0.010

b

0 13.85xa 12.77yb 12.84ya 11.52zbc 0.305

3 12.39xb 12.11xb 9.91zd 11.04yc 0.229

6 11.19zc 11.82yzb 11.28yzc 11.91yb 0.203

9 - 15.22ya 13.88zb 14.24yza 0.527

SEM 0.185 0.471 0.321 0.201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3)Color determin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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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7.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crust of gamma-irradiated rice bread during 

the storage at 30℃

Storage period

(day)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 3 5

L

0 58.79ya
1)

60.84ya 53.86za 55.64za 3.086

3 55.88ya 50.31zb 50.06zb 55.19ya 2.895

6 56.51ya 57.97ya 53.17za 52.96zb 2.131

9 -3) 43.70zc 45.65yzc 52.29yb 2.765

SEM 4.737 5.265 1.755 1.825

a

0 14.13ya 12.72zbc 14.17yb 13.93ya 0.269

3 13.96xa 12.02zc 12.25zd 13.15ya 0.156

6 12.56zb 13.07yb 13.13yc 13.59ya 0.141

9 - 17.51ya 16.72ya 13.00za 1.702

SEM 0.305 0.530 0.186 1.237

b

0 25.37ya 26.31yb 22.34zb 22.66zb 1.822

3 21.47yb 15.33zd 15.78zd 21.85yb 2.084

6 22.56yb 24.09yc 19.50zc 20.42zb 2.295

9 - 31.77za 34.65ya 30.27za 2.967

SEM 3.680 2.206 1.311 2.217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3)Color determin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이러한 상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과 동일한 상으로 장기간  빵의 노화 상으로 

인한 갈변 상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빵 바깥쪽의 명도값은 방사선 조사 직후와는 달리 

장기간 동안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구별되지 않았으나, 빵 안쪽의 명도값은 장 2주째

부터 4주까지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마선 

조사에 의해 빵의 갈변정도가 억제되는 상이 찰되었다. 색도와 황색도의 경우 빵 안쪽은 

장기간에 따른 유의  변화가 없었으나, 바깥쪽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장

기간 동안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열처리에 의해 빵 표면의 갈변도가 빵 내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빵 분의 노화시 빵 표면의 색도변화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생각된다.  

   (다) 군 식용 닭 가슴살의 품질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 

   미생물 분석

   5℃에서 장한 감마선조사 닭 가슴살의 총균수와 장균군수를 Table 1-28에 나타내었다. 

조사하지 않은 닭 가슴살의 총균수는 함기  진공포장에서 각각 4.88과 4.85 log CFU/g이었

다. 2.5 kGy의 감마선조사에 의해 시료의 총균수는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나 장기간이 지속

됨에 따라 다시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Table 1-28). 장균군의 경우, 조사하지 

않은 시료의 장균군수는 함기  진공포장에서 각각 2.15와 2.24 log CFU/g이었다. 조사후 1

주까지는 최  조사선량인 2.5 kGy의 감마선조사로도 효과 으로 억제되어 검출제한(2 log 

CFU/g)이하로 감소되었으며, 2주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Table 1-28).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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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온(5℃)에서 닭 가슴살을 장하는 경우, 5 kGy의 감마선조사는 닭 가슴살의 미생물학

 품질을 효과 으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

하고 있다. El-Wakeil et al. (1978)은 5, 10, 1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장성 실험을 수행

한 결과 비조사군에서 검출되었던 장균군과 Streptococci가 완  사멸되었음을 보고하 다. 닭 

가슴살을 30℃에서 장하 을 경우, 비조사군의 총균수는 8 log CFU/g 이상의 미생물학 으

로 부패한 상태로 변하 으며, 장균군의 경우도 6 log CFU/g 이상의 균수가 검출되었으나, 

10, 20,  30 kGy의 감마선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균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1-29).

Table 1-28. The total aerobic bacterial and E. coli counts of irradiated chicken stored at 5℃ 

     (Log CFU/g)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0 2.5 5 7.5 10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0 4.88 3.50 ND1) ND ND 4.85 3.54 ND ND ND

1 6.07 4.86 ND ND ND 6.00 4.14 ND ND ND

2 8.31 6.37 ND ND ND 7.80 6.27 ND ND ND

4 8.24 7.55 ND ND ND 8.37 7.33 ND ND ND

E. coli count

0 2.15 ND ND ND ND 2.24 ND ND ND ND

1 3.37 ND ND ND ND 3.65 ND ND ND ND

2 5.33 2.75 ND ND ND 5.60 2.45 ND ND ND

4 6.52 5.32 ND ND ND 6.47 5.44 ND ND ND

1)ND means not detected. 

Table 1-29. The total aerobic bacterial and E. coli counts of irradiated chicken stored at 30℃ 

(Log CFU/g)

Storage 

period

(day)

Air Packaging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se (kGy)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30 0 10 20 30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0 5.22 ND1) ND ND 5.22 ND ND ND

3 8.31 ND ND ND 8.58 ND ND ND

E. coli count

0 2.50 ND ND ND 2.50 ND ND ND

3 >6.00 ND ND ND >6.00 ND ND ND

1)ND means not detected. 

   지방산패도 분석 (2-Thiobarbituric acid, TBA)

   함기  진공포장한 닭 가슴살을 감마선 조사하여 5℃에서 장하면서 TBARS 함량을 측정

한 결과를 Table 1-30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직후 지방의 산패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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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변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장기간  지방산

패 정도가 더욱 증가하여 지방의 산패정도가 감마선조사 보다 장에 의해 더욱 진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진공포장시 감마선 조사  장에 따른 TBARS 값의 증가를 억제

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TBARS 값의 증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래디

칼(free radical)들에 의해 지방의 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Chuang et al. (1990) 한 닭고

기 패티를 감마선 조사하여 장하 을 때, 조사선량과 장기간에 따라 시료의 TBARS 값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다.

Table 1-30. Changes of TBA values of gamma-irradiated chicken during storage at 5℃ 

                                                    (unit: μg malondialdehyde/g sample)

Storage 

periods

(week)

Irradiation dose (kGy)

Air Vacuum

0 2.5 5 7.5 10 0 2.5 5 7.5 10

0 0.21
bxyz1)

0.24
bxy

0.19
cz

0.27
bwx 0.26

bwx

0.21

ayz

0.26

bwx

0.23

bxyz

0.39

bw

0.30

abw

1
0.42

aw

0.46

aw

0.41

bw

0.37

bwx

0.39

bxy

0.28

ay

0.27

by

0.34

bwxy

0.28

by

0.34

abwx

2 -
2) 0.68

aw

0.40

bw

0.37

bwx

0.36

bwx

0.29

bz

0.32

bxy

0.27

by

0.26

by

0.28

axy

4 - -
1.62

aw

1.65

aw

1.69

aw
-

0.70

ax

0.76

ax

0.70

ax

0.53

axy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TBA values are not determined due to spoilage.

   단력 측정

   5℃에서 장한 함기 포장 닭고기 가슴살에 한 조사선량에 따른 최 단력에 있어

서의 비례 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31). 장기간에 따라 단력은 증가하 으

며 부분 함기포장이 진공포장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더 높은 단력을 나타내었다(Table 1-31). 한 총 단력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 다. 본 

실험에서 조리 후 수분 손실에 따라 단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31). 

장 4주 째에는 비조사구  함기 포장된 2.5 kGy로 조사한 닭고기 가슴살은 부패로 인

하여 단력을 측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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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1. Shearing force of irradiated chicken breast at 4℃ during storage

Storage 

period

(week) 

Air Packaging

SEM
3)Irradiation Dose

0 2.5 5 7.5 10

Maximum shearing force (N/mm)

0 1.38bz1) 2.39ax 2.12bxy 1.59ayz 2.21bx 0.245

1 1.43bz 2.53vwx 1.38byz 2.20bwxy 2.74avw 0.276

2 3.13ax 2.34xy 3.27ax 2.42ax 2.53ax 0.198

4 -2) - 3.12aby 2.49az 2.53bz 0.229

SEM 0.234 0.279 0.344 0.229 0.183

Total work (N/mm․s)

0 3.53byz 5.48v 4.94bcvwx 3.88bxyz 5.15bvw 0.542

1 3.66bz 5.81wx 4.13cz 4.76bxyz 6.83ax 0.552

2 7.48au 5.67vwx 7.83au 5.85aw 5.74bvw 0.390

4 - - 7.25by 5.89az 5.91bz 0.492

SEM 0.487 0.510 0.706 0.440 0.369

Storage 

period

(week) 

Vacuum Packaging

SEM
Irradiation Dose

0 2.5 5 7.5 10

Maximum shearing force (N/mm)

0 1.38bz 1.34bz 1.65cyz 2.08bxy 1.99abxy 0.245

1 2.11axy 1.95bxyz 1.83bcyz 2.91ax 2.34avwxy 0.276

2 1.99ayz 1.65az 2.08byz 2.29bxy 1.79bz 0.198

4 - 2.19az 3.02ay 2.24bz 2.48az 0.229

SEM4) 0.194 0.245 0.207 0.225 0.234

Total work (N/mm․s)

0 3.53byz 3.35bz 3.95bwxyz 4.85bvwx 4.65abvwxy 0.542

1 4.47ayz 4.59ayz 4.15bz 6.95ax 5.64axy 0.552

2 4.85axyz 4.14abz 4.93bwxyz 5.22bvwxy 4.52byz 0.390

4 - 5.22az 7.42ay 5.39bz 6.01az 0.492

SEM 0.316 0.616 0.518 0.507 0.480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w-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hearing forces are not determined due to spoilage.
3)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4)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4).

   색도

   닭가슴살을 방사선 조사한 후 5℃에 장하 을 때 색도 변화를 Table 1-32에 나타냈다. 방

사선 조사직후 닭가슴살의 명도(L)는 감마선과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색도(a)와 황색도(b)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 인 변화를 보 다. 색도는 함기

포장된 시료의 경우 2.5 - 5 kGy 까지 그 값이 증가하다가 5, 7.5, 10 kGy 조사구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색도(b)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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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는 색육류와는 달리 육색소인 myoglobin이 게 함유되어 있어 pale yellow를 띄고 

있다. 그러나 Brewer (2004)이 감마선 조사가 육색소에 미치는 향에 해 보고한 바에 의하

면 감마선 조사시 irradiation에 의해 식품내 carbon monoxide (CO)의 함량이 증가되어 

CO-Mb가 생성되어 색도(a)가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한 이들은 진공

포장시 함기포장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ORP (oxidation-reducing potential)가 감소하여 이

러한 색도의 증가 상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이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Table 1-32.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gamma-irradiated chicken breast during the 

storage at 5℃

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SEM4)

0 2.5 5 7.5 10

A

i

r

L

0 36.92za1) 39.58ya 39.72yb 38.98yc 35.89zc 2.139

1 37.89yza 36.37zb 37.75yzab 39.22yzbc 41.04yb 2.469

2 37.37za 39.32yza 40.73ya 42.04yb 45.09xa 5.339

4 -2) - 32.79zb 45.16xa 36.92yc 19.767

SEM3) 12.450 4.753 5.523 10.176 5.675

a

0 0.32zb 1.27yb 2.86xa 2.75xa 2.52xa 0.365

1 1.91ya 2.75ya 2.85ya 2.20ya 0.50zc 1.072

2 2.19ya 1.10zb 1.19zb 1.81yzab 1.16zb 0.837

4 - - 1.88yzb 1.06zb 2.47ya 1.193

SEM 1.387 0.609 0.673 1.065 0.501

b

0 10.38ya 9.01ya 9.25ya 9.02ya 6.48zc 2.923

1 6.45zb 8.77ya 6.61zb 7.41yzc 6.41zc 5.267

2 6.34yzb 5.64zb 8.18yb 8.00yzb 7.40yzb 6.200

4 - - 4.83zc 9.13ya 8.24ya 1.899

SEM 6.186 6.119 3.399 4.228 2.555

V

a

c

u

u

m

L

0 36.92za 39.58ya 43.50xa 39.82yb 32.89zb 1.348

1 37.89yza 36.37zb 41.23yab 41.43ya 36.91zab 5.354

2 37.37za 39.32yza 39.72yb 42.18xya 40.17ya 7.550

4 - - 36.06zc 39.19yb 36.92zab 4.571

SEM 12.450 4.753 9.667 2.977 14.508

a

0 0.32zb 1.27yb 0.65zc 0.56zc 3.34ya 0.178

1 1.91ya 2.75ya 1.15ybc 2.01xb 2.29xb 0.320

2 2.19ya 1.10zb 1.48yb 1.75xyb 2.07xb 0.337

4 - - 3.34xa 3.25ya 2.08yb 0.993

SEM 1.387 0.609 0.400 0.770 0.557

b

0 10.38ya 9.01ya 6.99yab 6.64yb 5.80za 2.142

1 6.45zb 8.77ya 5.41zb 9.39ya 4.95zab 3.373

2 6.34yzb 5.64zb 5.05zb 8.59xya 6.23yza 2.335

4 - - 8.49ya 5.19zb 3.85zb 2.772

SEM 6.186 6.119 5.683 4.626 1.835

1)Different letter (a-c)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letter (x-z)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Hunter color values are not determined due to spoilage.
3)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4)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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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평가

   감마선 조사가 닭고기 가슴살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차이식별검사

와 수용도검사를 실시하여 Table 1-33에 나타내었다. 조사시 포장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났는데, 함기 포장의 경우 10 kGy 조사구는 외 과 풍미 등의 수용도가 유의 으로 감

소하 으며 차이식별검사에서도 패 의 63%가 비조사구와 구별하 다. 그러나 진공 포장시에

는 10 kGy 조사에 의해 풍미를 제외한 능  품질의 수용도 수가 약간 낮아졌으나 비조사

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차이식별 검사시에도 비조사구와 구별하지 못하 다. de 

Azevedo Gomes et al. (2003)은 감마선 조사된 닭에서  burnt skin, scorched odor와 같은 

off-flavor가 생성되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질의 산화 상과 연 이 있으며, 이는 감마

선 조사시 생성되는 cis-3-nonenals, trans-6-nonenals  oct-1-en-3-one과 

bis(methylthio-)methane과 같은 휘발성 성분과 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식용 닭 가슴살에 감마선 조사시 능  품질을 고려할 때 함기 포장시에는 7.5 kGy이하, 진

공포장시에는 10 kGy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33.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chicken breast

Air packaging
Irradiation does (kGy)

SEM
0 2.5 5.0 7.5 10

Same-different test

(triangle test) 1)

Correct

(number of panels)
- 9 11 6 14

Incorrect

(number of panels)
- 13 11 16 8

Acceptance test 2)

 Appearance 3.6a3) 3.5ab 3.0ab 3.0ab 2.9b 0.29

 Flavor 3.8
a

3.3
abcd

2.7
e

2.6
de

2.9
cde

0.27

 Texture 3.8 3.6 3.5 3.5 3.3 0.28

 Taste 3.7 3.5 3.4 3.4 3.5 0.26

Overall acceptance 3.8
a

3.5
a

3.4
ab

3.2
ab

2.9
b

0.25

Vacuum packaging
Irradiation does (kGy)

SEM
0 2.5 5.0 7.5 10

Same-different test

(triangle test) 1)

Correct

(number of panels)
- 8 7 10 8

Incorrect

(number of panels)
- 14 15 12 14

Acceptance test 2)

 Appearance 3.5
ab

3.5
ab

3.2
ab

3.2
ab

3.0
ab

0.29

 Flavor 3.6a 3.5ab 3.4abc 3.0bcde 3.0bcde 0.27

 Texture 3.7 3.6 3.3 3.3 3.4 0.28

 Taste 3.5 3.6 3.6 3.6 3.4 0.26

Overall acceptance 3.6a 3.5a 3.2ab 3.0ab 3.2ab 0.25
1)Twenty-two panelists were employed and the test was performed to choose one different sample in 

each tow non-irradiated and one sample with duplication.
2)

Twenty-two panelists were employed. Very poor corresponded to 1.0 and very good to 5.0.
3)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복귀돌연변이 시험

   닭고기 가슴살에 고선량의 감마선으로 조사하 을 때 유 독성학  안 성 평가하기 하

여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을 수행하 다. 감마선 조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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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료의 탁액을 첨가하 을 때 S. typhimurium TA98, TA100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34  1-35와 같다. 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으로 조사한 시료는 

모든 시험균주와 시험 용 농도의 모든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군과 비교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활성계를 도입한 S-9 mixture를 가한 상태에서 이들 시험물질에 해 S. typhimurium을 이

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

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에서 평가한 닭고기 가슴살은 시험

물질에 하여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

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닭고기 가슴살에 한 고선량의 감마선 조

사 용시 직 인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34.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and 

organic solvents mixture
1)

-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chicken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 plate

TA98 TA100

Water-fraction

5000 - 27±4 251±10

2500 - 35±1 193±22

1250 - 40±10 240±56

625 - 23±1 228±24

312 - 31±11 204±2

5000 + 38±3 225±53

2500 + 47±6 225±32

1250 + 60±10 264±1

625 + 55±1 241±7

312 + 32±3 226±65

Solvent-fraction

5000 - 28±5 209±13

2500 - 29±12 192±18

1250 - 30±3 223±12

625 - 25±6 205±8

312 - 29±1 223±24

5000 + 41±1 190±14

2500 + 38±3 248±23

1250 + 27±3 210±3

625 + 43±10 232±14

312 + 44±16 210±2

H2O - 33±4 153±9

H2O + 32±7 161±19

4NQO2) 0.5 - 330

SA3) 0.5 - 796

2-AA
4) 2 + 306 400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experiments 

repeated with five times (p<0.05).
1)

Organic solvents mixture was prepared with the mixing rate of 2 to 1   of methanol to 

chloroform, respectively.
2)4-Nitroquinoline-1-oxide (4NQO), 3)Sodium azide (SA), 4)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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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5.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and 

organic solvents mixture1)-soluble fraction of 30 kGy gamma-irradiated chicken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 plate

TA98 TA100

Water-fraction

5000 - 34±18 273±20

2500 - 36±1 217±11

1250 - 44±2 212±27

625 - 33±10 238±1

312 - 37±8 179±10

5000 + 50±12 277±14

2500 + 51±10 315±44

1250 + 48±8 294±17

625 + 43±1 237±32

312 + 427±4 184±70

Solvent-fraction

5000 - 29±13 235±8

2500 - 37±3 216±23

1250 - 37±2 231±13

625 - 31±6 224±21

312 - 37±3 195±7

5000 + 53±1 285±7

2500 + 47±3 286±27

1250 + 47±7 275±34

625 + 45±5 300±22

312 + 42±3 283±23

H2O - 33±4 153±9

H2O + 32±7 161±19

4NQO2) 0.5 - 330

SA
3)

0.5 - 796

2-AA4) 2 + 306 4000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experiments 

repeated with five times (p<0.05).
1)Organic solvents mixture was prepared with the mixing rate of 2 to 1   of methanol to 

chloroform, respectively.
2)4-Nitroquinoline-1-oxide (4NQO), 3)Sodium azide (SA), 4)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라)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군 식용 고춧가루의 생화

   감마선 조사가 고춧가루의 미생물에 미치는 향

   고춧가루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총균수, 효모, 곰팡이, 장균군  살모넬라의 변화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1-36과 같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고춧가루의 총균수는 2.72×10
6 

이었으며 

효모와 곰팡이는 6.50×10
3
로 나타났다. 감마선을 2.5, 5, 7.5, 10 kGy로 조사한 시료는 총균수가 

각각 5, 4, 3  2 log cycle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효모와 곰팡이는 2.5 kGy 조사구에서 3 log scale 정도 으나,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장균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1997)은 고춧가루에 감마선조사와 오존처리를 

비교한 결과 총균수, 효모와 곰팡이, 장균군은 각각 10 kGy, 7.5 kGy, 5 kGy의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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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8 ppm의 고농도 오존처리의 경우 총균수  효모와 곰

팡이가 각각 3 log cycle과 2 log cycle 수 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오존처리에 비해 더 효

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감마선조사 기술이 고춧가루의 생화에 있어서 가열처리  

훈증제와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able 1-36. Changes of viable cell count of gamma irradiated-red pepper powder   

                                                (CFU/g)

Does

(KGy)

Total Bacteria Yeast and Mold
E. coli and 

Salmonella spp.

Air Vaccum Air Vaccum Air/Vaccum

0 2.72×10
6

6.50×10
3

ND
1)

2.5 1.54×10
5

1.68×10
5

1.20×10
3

2.60×10
3

ND

5.0 1.94×10
4

2.37×10
4

ND ND ND

7.5 3.10×10
3

2.00×10
3

ND ND ND

10 3.00×10
2

2.00×10
2

ND ND ND

1)ND: Not detected.

   감마선 조사가 고춧가루의 색도에 미치는 향

   고춧가루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Hunter 값을 측정하 다(Table 1-37). L, a, b 값은 각각 

46.74～47.76, 21.73～23.44, 17.96～20.72 범 로 나타났으나, L, a, b 값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  포장방법에 따른 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carotenoid 계 색

소는 가공, 장  carotenoid 분자의 이 결합이 가열, 산, 선 등에 의해 일부 trans-cis 

form의 이성화 래와, 특히 산소 존재하에서 쉽게 산화를 일으킨다. 즉 carotenoid의 산화는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 등이 자동 산화됨에 따라 유리기의 결합작용에 의해 진될 수 

있으며, 한 시료 에 함유된 천연 항산화 물질들은 유지의 자동산화와 련하여 색소변화에 

한 억제효과가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처리가 

고춧가루의 능  품질에 가장 요한 인자인 색도 등의 고유한 품질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생물을 효과 으로 제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7.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of gamma irradiated-red pepper powder

Dose

(kGy)
0

2.5 5 7.5 10
SEM1)

Air Vaccum Air Vaccum Air Vaccum Air Vaccum

L 47.31bc2) 47.76a 46.74d 47.27bc 47.01cd 47.23bc 47.23bc 47.45ab 47.50ab 0.059

a 23.44a 23.28ab 21.73e 22.44cd 21.89e 22.23de 22.41cd 22.43cd 22.86bc 0.143

b 20.72a 20.26a 17.96e 19.14bc 18.40de 18.86cd 18.93cd 19.34bc 19.62b 0.211

1)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5).

2)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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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마선 이용 장기 안 장 특수 작 식량 (햄버그 패티) 개발

   기 미생물 오염도

   로즈마리가 첨가된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를 감마선 조사한 직후 기 미생물 수는 Table 

1-38과 같다. 비조사구의 총 미생물의 오염도는 5 log CFU/g 수 이었으며, Pseudomonas 

/Aromonas는 3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5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어떠한 미생

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즉,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제조 과정 등에서 오염된 미생물(약 5 log 

CFU/g)은 5 kGy 이상의 조사에 의해 모두 사멸되었다. 가공 식품의 기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생성, 안정성  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 식품의 장 기에 

총균수가 많으면 부패 변질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장 기에 총균수가 을수록 

장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 조사구에서 로즈마리 첨가구의 기 미생물수는 비첨가구보

다 낮았으나 유의 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즈마리 첨가에 의한 기 미생물 감소 효과는 농

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 으로 나타났다. 분쇄육에서 Psedomonas/Aromonas의 D10 value는 

0.110-0.152 kGy로 1 kGy 이하의 선량으로도 3 log CFU/g 수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실험에

서도 비조사구에서는 Psedomonas/Aromonas가 3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5 kGy 이

상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처리구에서 생  오염 지표인 장

균군과 Salmonella/Shigella가 조사 직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1-38. The rate of contaminated microorganisms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antioxidant after irradiation

(Log CFU/g)

Antioxidant
IR1)

(kGy)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Pseudomonas/

Aromonas

Salmonella/

Shigella

Control

0 5.02±0.152)  ND3) 2.82±0.14 ND

5 ND ND ND ND

10 ND ND ND ND

20 ND ND ND ND

Rosemary 200

0 4.84±0.17 ND ND ND

5 ND ND ND ND

10 ND ND ND ND

20 ND ND ND ND

Rosemary 500

0 4.63±0.23 ND 2.91±0.21 ND

5 ND ND ND ND

10 ND ND ND ND

20 ND ND ND ND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

Average of 4 replicates(mean±standard deviation).
3)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냉장 장  미생물학  품질 변화

   로즈마리 첨가  감마선 조사된 햄버거 스테이크의 냉장 장  총균의 생육변화를 

Table 1-39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식품에서 총균수가 106/g에 도달하면 부패 기, 107/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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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패 상을 나타내어 더 이상 가식이 불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도 총균수가 10
7
/g 이상 된 

시료는 포장 우치가 미생물의 사과정에 의해 생성된 가스로 인해 부풀어올랐으며, 심한 악

취와 함께 액질이 생성되는 등의 형 인 부패 상이 찰되었다. 비조사구는 장 2주째, 

5 kGy 조사구는 장 4-6주째 부패 시 에 도달하 다. 10 kGy 조사구는 장 10주째부터 미

생물 생육이 찰되어 장 14-16주째 부패되었나, 20 kGy 조사구는 16주 장까지도 어떠한 

미생물의 생육도 찰되지 않았다. Table 1-40는 장 기간  로즈마리 첨가와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총 호기성균의 생육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다. 감마선 조사

에 의해 기미생물이 모두 사멸하 으며 10 kGy 조사구의 경우 장 56일까지 미생물의 생

육이 찰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 될수록 부패시기가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기간 한 연장되었다. 조사구의 shelf-life가 비조사구 보다 연

장되었던 것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의 최  성장속도가 억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 

미생물의 감균 효과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기간의 연장 때문으로 보인다. 즉, 냉장 장 

 시료의 최 성장률은 비조사구는 0.02-0.19 day
-1
이었으나 5, 10 kGy 조사구는 각각 

0.16-0.25, 0.14-0.20 day-1로 나타났다. 로즈마리 첨가에 의해 부패 시기가 5  10 kGy 조사구 

모두 14일 정도 지연되었으며, 비첨가구에 비해 기미생물 수가 약간 감소하 고 최 성장률 

한 낮아졌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효과는 농도가 높은 처리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로즈마리와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한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냉장 장  장균

군의 생육정도를 Table 1-41에 나타내었다. 

Table 1-39.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5℃

(Log CFU/g)

Antioxidant IR1)

(kGy)
Storage period (weeks)

0 2 4 6 8 10 12 14 16

Control

0 5.02±0.152) 7.68±0.22 -3) - - - - - -

5 ND
4)

4.21±0.16 7.03±0.31 - - - - - -

10 ND ND ND ND ND 2.42±0.17 5.05±0.22 7.61±0.12 -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Rosemary 

200

0 4.84±0.17 5.52±0.16 - - - - - - -

5 ND 3.12±0.13 5.15±0.17 7.57±0.13 - - - - -

10 ND ND ND ND ND 2.21±0.21 4.56±0.18 6.56±0.36 -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Rosemary 

500

0 4.63±0.23 4.91±0.25 - - - - - - -

5 ND 2.54±0.14 4.22±0.21 6.89±0.15 - - - - -

10 ND ND ND ND ND 1.53±0.23 3.48±0.27 5.54±0.17 7.62±0.22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Average of 4 replicates(mean±standard deviation).
3)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liage.
4)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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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0. Kinetic parametes of total aerobic bacteria growth and shelf life of 

ready-to-eat hamburger steaks stored at 5℃

IR1)

(kGy)
Antioxidant

N0
2)

(log CFU/g)

μmax
3)

(day
-1

)

Undetected

day
4)

(days)

Shelf life5)

(days)

0

Control 5.02±0.15
6)

0.19±0.003 - 14

Rosemary 200 4.84±0.17 0.05±0.002 - 14

Rosemary 500 4.63±0.23 0.02±0.009 - 14

5

Control 0 0.25±0.005 <14 28

Rosemary 200 0 0.18±0.004 <14 42

Rosemary 500 0 0.16±0.007 <14 42

10

Control 0 0.19±0.004 56 98

Rosemary 200 0 0.16±0.004 56 98

Rosemary 500 0 0.14±0.006 56 112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N0 means initial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3)μmax means maximum growth rate of total aerobic bacteria during storage periods.
4)Undetected day means that the period viable cell not detected limit <101 CFU/g.
5)Shelf life means time for spoilage induced to reach N=106～107.
6)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41. Growth of coliforming bacteria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5℃

(Unit: Log CFU/g)

Antioxidant IR
1)

(kGy)
Storage period (weeks)

0 2 4 6 8 10 12 14 16

Control

0  NG2) 4.41±0.323) -4) - - - - - -

5 ND ND 2.32±0.12 4.43±0.15 - - - - -

10 ND ND ND ND ND ND ND 3.48±0.12 -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Rosemary 

200

0 ND ND - - - - - - -

5 ND ND 2.27±0.08 4.24±0.21 - - - - -

10 ND ND ND ND ND ND ND 3.35±0.13 -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Rosemary 

500

0 ND ND - - - - - - -

5 ND ND 1.89±0.22 3.76±0.21 - - - - -

10 ND ND ND ND ND ND ND 2.98±0.41 5.16±0.12

20 ND ND ND ND ND ND ND ND ND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
1
 CFU/g.

3)Average of 4 replicates(mean±standard deviation).
4)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l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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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구에의 경우, 장 2주째에 조구에서 4.41 log CFU/g의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5, 10 

kGy 조사구에서는 장균군이 각각 장 4주, 14주째 부터 검출되었으며, 20 kGy 조사구에서

는 장 16주째 까지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생지표 미생물인 장균군의 

완  사멸을 해서는 10 k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 Psedomonas와 

Aeromonas의 오염수 은 2.8-3.0 log CFU/g의 수 이었으나, 장 기간 동안 모든 시험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Salmonella/Shigella 한 모든 처리구에서 장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가속 장 시험의 미생물 생육변화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를 병용처리한 햄버거 패티의 가속 장 시험  총 호기성 균의 생

육 변화  분석결과를 Table 1-42, 1-4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가속 장 시험을 통해 

로즈마리와 감마선 병용처리가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에 미치는 향을 보았으며, 냉장 장에

서 나타난 변화 양상과 비교하여 가속 장 시험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가속 장 시험

에서 총균수가 검출되지 않은 기간은 5, 10 kGy 조사구가 각각 1, 5일이었으며, 총균수가 

106-107 CFU/g에 이르러 부패 상을 보이는데 걸린 시간은 0, 5  10 kGy 조사구가 각각 

<1, 3, 15일이었다. 즉, 냉장 장 시와 마찬가지로 가속 장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총균수

가 검출되지 않은 기간과 shelf-life가 연장되었다. 장  총균의 최  성장률은 5℃ 장시에

는 0.02-0.25 day-1이었던 반면, 30℃에서는 0.31-0.43 day-1로 가속 장에 의해 최 성장률이 10

배정도 증가되어 단기간 장실험으로 미생물 생육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냉장 장과 

달리 가속 장에서는 조사구의 최 성장률이 비조사구에 비해 감소하 으며, 로즈마리 첨가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42.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antioxidant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Antioxidant IR
1)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10 15 21

Control

0 5.02±0.152) 7.78±0.24 9.90±0.31 -3) - - - -

5  NG4) ND 7.06±0.16 8.62±0.15 - - - -

10 ND ND ND ND 4.32±0.23 5.64±0.33 7.41±0.12 -

20 ND ND ND ND ND ND ND ND

R o s e m a r y 

200

0 4.84±0.17 7.78±0.21 9.42±0.14 - - - - -

5 ND ND 6.69±0.31 8.47±0.16 - - - -

10 ND ND ND ND 4.28±0.27 5.41±0.28 7.02±0.36 -

20 ND ND ND ND ND ND ND ND

Rosemary 

500

0 4.63±0.23 7.16±0.23 8.72±0.16 - - - - -

5 ND ND 6.11±0.20 8.12±0.23 - - - -

10 ND ND ND ND 4.14±0.13 5.18±0.28 6.54±0.17 -

20 ND ND ND ND ND ND ND ND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

Average of 4 replicates(mean±standard deviation).
3)Bar indi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liage.
4)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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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3. Kinetic parametes of total aerobic bacteria growth and shelf life of 

ready-to-eat hamburger steaks stored at 30℃

IR1)

(kGy)
Antioxidant

N0
2)

(log CFU/g)

μmax
3)

(day
-1

)

Undetected

day
4)

(days)

Shelf life5)

(days)

0

Control 5.02±0.156) 1.15±0.23 - <1

Rosemary 200 4.84±0.17 1.43±0.32 - <1

Rosemary 500 4.63±0.23 1.28±0.24 - <1

5

Control 0 0.78±0.12 1 3

Rosemary 200 0 0.89±0.10 1 3

Rosemary 500 0 1.01±0.11 1 3

10

Control 0 0.38±0.03 5 15

Rosemary 200 0 0.34±0.02 5 15

Rosemary 500 0 0.30±0.03 5 15

1)IR indicates irradiation dose.
2)

N0 means initial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3)μmax means maximum growth rate of total aerobic bacteria during storage periods.
4)Undetected day means that the period viable cell not detected limit <101 CFU/g.
5)

Shelf life means time for spoilage induced to reach N=10
6
～10

7
.

6)Mean±Standard deviation

즉, 가속 장 시험으로 감마선조사에 의한 총균의 성장이 지연되어 부패가 늦어진다는 것은 확

인할 수 있었으나, 로즈마리 첨가에 의한 부패지연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결과에서와 

같이 가속 장은 단기간 내에 미생물의 생육변화 양상을 악할 수 있으나, 실제 장온도에서

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질 산화도 변화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냉장 장  TBARS값의 변화는 Table 1-44와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TBARS값은 1.80-2.32 μg/g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장기간동안 부분의 시료의 TBARS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감마선 조사 직후 TBARS값은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0.2 μg/g정도 높았으나 유의 이지는 않았다. 조사 직후 항산화제 무첨가구( 조구)의 5 

kGy 조사구의 TBARS값이 다른 시료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장기간 동안

에는 이러한 경향이 찰되지 않았다. 한, 로즈마리  BHA의 첨가구는 무첨가구에 비해 감

마선 조사 직후  장 기간 동안 TBARS값이 낮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조사 직후와 장 

기( 장 2주째)에 이러한 경향이 찰되었다. 일반 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지질의 산화가 

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TBARS값이 큰 차이

가  없었던 것은 가스치환 포장을 하여 산소와의 을 최소화하여 조사하 기 때문에 감마

선 조사에 의한 지질 산화가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 조사 직후  

장기간 동안 시료들의 지질 산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아 항산화제 첨가에 의한 뚜렷한 지질산

화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려웠으나, 무첨가구에 비해 항산화체 첨가구의 TBARS값이 낮았으며 

특히 rosemary 500 처리구의 TBARS값이 낮았다. Rosemary 200 처리구와 BHA 처리구가 비슷

한 지방 산패 억제 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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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4. Changes of TBA values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s with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5℃

(unit: μg malondialdehyde/g sample)

Antioxidant
Dose

(kGy)

Storage period (weeks)

0 2 4 6 8 10 12

Control

0 1.93a1) 1.98ab  -2) - - - -

5 2.21by 2.04abx 1.95bx 2.11abxy - - - 

10 2.04
ax

2.12
bxy

1.94
bx

2.32
cyz

2.39
cyz

2.36
cyz

2.49
bz

20 2.12abx 2.40cyz 2.22cy 2.18bx 1.97ax 2.37cyz 2.51bz

Rosemary 200

0 1.84a 1.84a - - - - -

5 2.16
aby

1.84
ax

1.80
ax

1.94
axy

 - - - 

10 2.04ax 2.04abx 1.95bx 2.25bxy 2.00ax 2.05ax 2.63cy

20 1.84ax 2.16bxy 2.04bcx 2.49cy 2.19bxy 2.12abxy 2.31ay

Rosemary 500

0 1.80
a

1.80
a
 - - - - -

5 1.86ax 2.07axy 1.87ax 2.02abxy - - - 

10 1.86ax 2.07abxy 1.97bx 2.45cy 1.93ax 2.42cdy 2.52by

20 2.16
abx

2.22
bcxy

2.10
bcx

2.32
bcy

2.04
ax

2.56
dy

2.27
axy

BHA

0 1.95a 1.95ab - - - - -

5 1.99ax 1.99abx 2.19cy 2.20by - - - 

10 1.95
ax

2.15
bxy

2.05
bcx

2.23
bxy

2.18
bxy

2.28
bxy

 2.55
by

20 2.32by 2.32cy 2.36cy 2.11abx 2.17bx 2.21bxy 2.44by

a-d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means within the same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Average of 3 replicates.
2)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s because of spoilage.

Table 1-45. Hardness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s with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5℃

(unit: g)

Antioxidant
Dose

(kGy)

Storage period (months)

0 1 2 3

Control

0 2094.65b1) 2073.03b -2) -

5 1818.65
ab

2200.65
b

- -

10 1511.34ax 2102.85aby 1851.39bxy 1976.46abxy

20 1844.32abx 1947.59axy 1897.05bx 2000.16by

Rosemary 200

0 2071.75
b

1981.69
b

- -

5 1894.75b 1806.39ab - -

10 1625.21ax 1788.91axy 1847.13by 1743.65axy

20 1619.43
ax

1745.34
axy

1850.35
by

1694.18
ax

Rosemary 500

0 2070.94c 1890.56b - -

5 1866.23bc 1392.95a - -

10 1559.41
ax

1859.41
by

1842.34
aby

1634.76
axy

20 1611.68ax 1602.19abx 1718.90ay 1759.31ay

BHA

0 2034.59b 1879.16ab - -

5 1916.33
ab

1689.78
a

- -

10 1746.87axy 1998.86by 1794.26axy 1651.53ax

20 1406.84ax 1668.57axy 1774.98ay 1712.94ay

a-b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x-yMeans within the same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

Average of 3 replicate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hardness due to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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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46는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냉장 장  색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료간 색

도는 L값과 b값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값은 조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량이 높아질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증가된 a값은 장 동안 유지되었다. 

Table 1-46. Changes of Hunter's values in gamma-irradiated hamburgers steak with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5℃

Treatment
Dose

(kGy)

 Storage period(months)

L a b

0 1 2 3 0 1 2 3 0 1 2 3

Control

0 59.031) 59.35 -2) - 4.86a 4.30a - - 10.96 11.24 - -

5 57.88 58.93 - - 5.16ab 5.25ab - - 11.89 11.48 10.89 11.86

10 57.26 56.52 57.21 - 5.54b 5.60b 5.61a 5.60ab 11.89 9.83 10.01 11.43

20 56.42 56.56 58.34 57.26 6.30
c 6.23bc 6.19ab 6.62b 11.67 10.28 9.38 11.94

Rosemary
200

0 56.92 55.56 - - 4.61a 4.32a - - 10.78 11.73 - -

5 59.21 58.67 - - 5.12ab 5.10a - - 11.61 11.72 10.67 -

10 58.01 57.83 56.95 - 6.14
bcy 5.42abx 5.52ax 5.55abx 11.44 11.23 10.69 11.61

20 56.72 56.59 57.78 56.43 6.85c
6.63

c
6.60

b
6.62

b
11.61 10.75 9.94 11.55

Rosemary
500

0 59.44 57.12 - - 4.35a 4.36a - - 11.03 11.82 - -

5 58.37 58.46 - - 4.85
a 5.27ab - - 10.74 12.5 11.3 -

10 57.76 56.94 57.34 - 5.95b 5.53b 5.63a 5.60ab 10.67 11.86 11.44 11.66

20 56.95 55.77 55.38 56.03 6.54c 6.57c 6.68b 6.68b 9.82 10.66 10.66 11.59

BHA

0 58.08 57.59 - - 4.86a 4.70a - - 9.53 11.53 - -

5 57.66 57.32 - - 5.41ab 5.23ab - - 9.22 12.56 11.09 -

10 56.94 56.67 55.97 - 6.38cy 5.50bx 5.52ax 5.50ax 10.15 11.26 11.13 11.72

20 58.04 57.35 56.65 57.32 6.44
c 6.58c 6.62b 6.60b 10.84 11.18 10.68 11.21

a-b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Means within the same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Average of 3 replicate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hardness due to spoilage.

   능검사

   항산화제와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조사 직후 능  특성은 Fig. 

1-1과 같다. 평가 항목  풍미와 씹힘성은 조사구에서 유의 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다른 항

목들은 차이가 없었다. 패 들이 조사구의 풍미가 낮게 평가한 것은 wet dog odor과 같은 조

사취를 느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즈마리 추출분말이 첨가된 조사구는 무첨가구에 비

해 풍미가 개선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향신료로 사용되는 로즈마리 추출분말의 향

에 의해 조사취가 가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BHA 첨가구는 무첨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로즈마리 추출분말과 같은 풍미개선 효과는 없었다. 한 미생물학 으로 안 성이 

확인된 20 kGy 조사구를 3개월간 냉장 장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능  특성은 Fig. 1-2와 

같다. 능 평가 결과, 3개월간 냉장 장하 을 때, 모든 항목의 수가 조사직후보다 낮게 평

가되었으나, 로즈마리 추출분말첨가에 의한 풍미개선 효과는 3개월간 냉장 장한 시료의 능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감마선 조사된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는 조사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풍미 등의 능 평가 항목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로즈마리 추출분말첨가에 의해 개선

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로즈마리 추출분말 첨가구는 무첨가구에 비해 능  수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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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isual display of the sensory attribu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DA test in 

hamburger steaks with antioxidants and irradiation. A; Control, B; Rosemary 200 

ppm, C; Rosemary 500 ppm, D; BHA. Sensory characteristics used by a QDA test.

0 kGy,  5 kGy, 10 kGy,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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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isual display of the sensory attribu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DA test in 

hamburger steak with antioxidants and 20 kGy irradiation and stored at 5℃ for 

3 months. Sensory characteristics used by a QDA test.

Control, Rosemary 200 ppm, Rosemary 500 ppm,  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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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 추출분말의 병용처리는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품질개선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

는 조사취는 로즈마리 추출분말을 첨가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사취 때문에 

감마선 조사선량이 제한되는 많은 식품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군 식용 원료육  육가공제품의 품질평가를 한 분석방법 확립

   (가) Hydroxyproline과 육류의 품질과의 상 계

   Hydroxyproline 정량을 한 분석조건 설정    

   Collagen에는 hydroxyproline의 함량이 일정하고 제한 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hydroxyproline을 정량하여 간 으로 육류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Hydroxyproline을 정

량하기 해 보통 비색법을 사용하나 최근에는 HPLC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분석하기도 한

다. 그러나 비색법은 측정이 간단하여 신속하게 육류의 품질을 단할 수 있기 때문에 

hydroxyproline의 정량 방법으로 비색법을 선택하 다. 검량곡선은 Fig. 1-3과 같으며 

hydroxyproline 농도와 흡 도와의 상 계식은 y = 0.0075x + 0.0009 (R2=0.9993)이다. 여기

서 y는 흡 도, x는 hydroxyproline의 농도를 나타낸다. 의 수식에 따라 등 별 도체  

상제품을 산가수분해한 시료 용액의 흡 도를 측정하여 hydroxyproline의 농도를 환산하 다.

   비색법으로 hydroxyproline 농도를 정량하기 해서는 단백질 가수분해 조건을 확립하여야 

하며, 시료에 합한 가수분해 조건을 설정하기 해 HCl의 투입량을 고정시키고 첨가되는 샘

의 양을 달리하여 단백질 분해를 실시한 후 hydroxyproline 농도를 측정하 다(Table 1-47). 

그 결과 A 등   D 등 으로 정받은 돈육을 10g/100ml의 조건으로 가수분해한 경우 

hydroxyproline의 함량이 각각 854 μg/g  1073 μg/g으로 정량되어 가수분해 효율이 가장 

높아 hydroxyproline 정량을 한 최  조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y = 0.0075x +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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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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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alibration curve for quantification of hydroxypr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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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7. Hydroxyproline contents of porks hydrolyz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Grade
Concentration of hydroxyproline (μg/g)

1.2g/100ml1) 4g/100ml 8g/100ml 10g/100ml 12g/100ml

A ND 
2)

127±27 526±8
a3)

854±5
b

717±34
a

D ND ND 475±21
b

1073±5
a

751±4
a

1)
 Sample weight (g) / HCl volume (ml).

2) ND : not detectable.
3)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무작 로 채취한 후지부 의 hydroxyproline 함량 

   일반 으로 돈육을 객 으로 단하는 기 으로는 pH, 보수력, 학  특성  기  

특성이 있으며, 이들  pH와 보수력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Joo  

et al., 1994). 그러나 육가공제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한 기 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육가

공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다 상 성이 높은 품질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hydroxyproline은 돈육 결합조직의 성분인 collagen의 주요 구성 물질로서 품질평가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돈육등 에 따른 함량을 분석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 

한, 돈육  후지부 는 육가공제품의 원료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육가공제

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돈육원료로서 가장 합한 부 로 단되었다. 따라서 등 이 다른 

돈육으로부터 후지 부 를 임의 으로 분리한 후 hydroxyproline의 함량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1-4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각각 등 (A～D)이 다른 10개의 도체로부터 임의

으로 분리한 후지부  시료의 경우 hydroxyproline의 함량은 D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A등 과의 유의차는 없었으며, 등 이 낮아질수록 hydroxyproline 함량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한, 돈육 품질 등 과 hydroxyproline 함량과의 

상 계가 도체 등 간 단백질 함량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기 해 각 등  간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여 단백질 함량 비 hydroxyproline의 함량을 계산한 결과 단백질  

hydroxyproline의 함량은 단백질 함량을 보정하기 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48. Hydroxyproline contents of  randomly collected part from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Grade

Concentration 

Hydroxyproline

(㎍/g)

Crude protein 

(%)

Hydroxyproline/protein 

(㎍/g)

A 1034±26a1) 25.2±1.8a 4109±89ab

B 814±20
c

23.3±2.9
ab

3502±73
b

C 956±22
b

22.8±1.3
b

4189±119
a

D 1103±58a 25.0±1.3a 4414±226a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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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의 hydroxyproline 함량

   술한 것과 같이 다른 돈육으로부터 후지 부 를 임의 으로 분리한 시료에 존재하는 

hydroxyproline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등  간의 특별한 유의차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 를 제한하여 실험하기 하여 등 별(A～E)로 각각 5개의 돈육 도체에서 분리한 후지

(fresh ham)  사태(semitendinosus)를 시료로 하여 hydroxyproline 함량을 측정하 다 (Table 

1-49). 각각 등 (A～E)이 다른 5개의 도체로부터 임의 으로 분리한 사태에 존재하는 hydroxyproline

의 함량은 C등 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각 등  간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여 최종 으로 단

백질 함량 비 hydroxyproline의 함량을 계산한 결과, 등 별로 유의차는 있으나 등 이 낮아

짐에 따라 hydroxyproline의 함량이 유의 으로 증가한다는 가설을 만족할 수 없었다. 한편, 

(Nold et al., 1999)은 약 100 kg 무게의 수퇘지, 암퇘지, 거세돈으로부터 각각 사태

(semitendinosus), 극상근(supraspinatus), 배톱니근(serratus ventralis), 등심(longissimusmuscle), 목

등심(triceps brachii)을 분리한 후 hydroxyproline 함량을 측정한 결과 사태의 hydroxyproline 함

량은 약 924～1100 μg/g 정도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부 에 

따라 hydroxyproline 함량이 최소 474 μg/g부터 최  1773 μg/g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상의 결과는 여러 종류의 돈육 부 가 포함된 육가공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해서는 사태 부 와 같이 임의 인 방법에 의해 분리된 돈육을 시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

체간의 오차로 인하여 돈육 등 과 hydroxyproline 함량의 상 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돈육 등 과 hydroxyproline 함량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해서는 보다 구체

인 검증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49. Hydroxyproline contents of porcine semitendinosus muscle part randomly 

collected from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Grade

Concentration 

Hydroxyproline 

(㎍/g)

Crude protein 

(%)

Hydroxyproline/protein 

(㎍/g)

A 976±18
c1)

20.4±1.0
a

4734±104
c

B 877±82
c

22.1±2.4
a

3926±84
e

C 1281±32a 19.6±2.1a 6445±258a

D 897±14
c

20.8±2.6
a

4379±137
d

E 1092±23
b

21.5±1.8
a

5166±94
b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후지 부의 hydroxyproline 함량 

    돈육의 일부 부 만을 임의 으로 분리하여 시료로 사용할 경우 돈육 등 과 

hydroxyproline 함량과의 상 계를 규명할 수 없었던 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각 등

별로 5개의 돈육 후지 체부 (全部, Whole body)를 분쇄한 시료를 상으로 hydroxyproline 

함량을 분석하 으며, 시험 결과를 Table 1-50에 나타냈다. 그 결과 사태 부 를 분석한 결과와

는 달리 hydroxyproline 함량은 등 이 낮아짐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특

히 E 등 의 경우 A～D 등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단백질 함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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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proline 함량의 경우에도 돈육 등 이 낮아질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돈육을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Kang et al. (2001)은 상등 과 등외 등

 우육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 을 때 우육의 객 인 연도의 기 은 도체의 경도, 작성 

 근원섬유의 소편화도와 련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시험에 사용된 E 등

의 돈육은 주로 종돈, 모돈을 도살하여 얻은 시료로서 다른 등 에 비해 연령 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Takahashi (1996)도 가축의 나이에 따라 결합 조직의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하여 이상의 결과를 뒷받침하 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태와 같은 특정 부 에 존

재하는 hydroxyproline 함량은 돈육 등 과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후지 체 부

를 상으로 할 경우에는 등 에 따른 hydroxyproline 함량과의 유의  상 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육가공품 제조시 돈육 원료 fresh ham 부 가 많이 사용

되는 만큼 이상의 결과들은 최종 으로 육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요한 기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Table 1-50. Hydroxyproline contents of different grade pork hams (whole body)

Grade

Concentration 

Hydroxyproline 

(㎍/g)

Crude protein 

(%)

Hydroxyproline/protein 

(㎍/g)

A 1280±33
c1)

21.2±1.0
a

6095±132
d

B 1330±48
c

21.9±2.4
a

6333±96
c

C 1456±23b 21.4±2.1a 6933±203bc

D 1424±26
b

19.7±2.6
a

7494±142
b

E 2114±33
a

20.3±1.8
a

10575±87
a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원료육의 등 과 모델 육가공품의 hydroxyproline 함량  품질 

   각 등 별 5개의 도체로부터 분리한 후지 부(全部)를 동일한 비율로 혼합한 시료를 돈육 

원료로 하여 햄버거 패티를 제조한 후 hydroxyproline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51에 

나타냈다. 햄버거 패티의 hydroxyproline함량은 원료육의 등 이 낮아질수록 유의 으로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한, 단백질 함량에 따른 hydroxyproline 함량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은 햄버거 패티 제조 시 사용한 원료육의 등 이 낮아질수록 햄버거 패티에 존재하는 

hydroxyproline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hydroxyproline 함량이 육가공제품

의 품질평가를 한 지표성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료육 등 이 햄버거 패티의 품질에 미치는 향

   육제품의 색택은 능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색택은 부분의 myoglobin과 약간의 

hemoglobin이 여하게 된다. 육제품의 색깔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pH 

는 첨가되는 첨가물의 종류(Brewer et al., 1991), 가열에 의해 발생된 카라멜 색소 등이 향을 미친다

고 보고 하 다(Song et al., 2000). 돈육 등 별로 햄버거 패티를 제조 한 후 Hunter‘s color value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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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를 Table 1-52에 나타냈다. 명도 (L*)는 A～D 등  간에는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E 등 의 경우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색도 (a*)는 A～E등 에 따른 유의차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황색도 (b*)의 경우 A～D 등  까지는 등 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E 등 의 경우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유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E 등 으로 제조한 햄버거 패티의 

경우 명도가 감소한 이유는 E 등 은 DFD (Dark, Firm, Dry)육으로 어둡고 핏기가 많기 때문이다. 

Table 1-51. Hydroxyproline contents of hamburger patty from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whole body)

Grade

Concentration 

Hydroxyproline (㎍/g) Crude protein (%) Hydroxyproline/protein (㎍/g)

A 1210±71
c
 19±1.2

a
6374±335

c1)

B 1421±58
bc

20±0.4
a

6258±124
c

C 1588±87b 19±1.1a 7748±287b

D 1627±42
b

20±1.1
a

7755±46
b

E 1932±126
a
 20±1.7

a
9758±20

a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52. Hunter‘s color values of hamburger patty at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whole body)

Grade L* a* b*

A 61.6
a1)

5.9
a

16.1
b

B 62.4a 5.8a 16.0b

C 61.5
a

6.0
a

16.4
ab

D 62.4
a

5.8
a

17.7
a

E 58.9b 5.6a 16.2b

SEM
2)

1.1 0.5 0.6
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5).

Table 1-53. Rheological parameters of hamburger patty at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whole body)

Grade
Hardness

(dyne/cm
2
)

Springiness

(%)

Gumminess

(g)

Chewiness

(g)

A 519
a1)

1.03
NS2)

246
NS

255
NS

B 507a 1.00 271 271

C 511
a

1.05 270 300

D 543
ab

0.99 262 261

E 578b 0.96 227 216

SEM
3)

26 0.05 36 39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a column (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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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육 등 별로 햄버거 패티를 제조한 후 물성학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53과 같

다. 그 결과 경도는 원료육의 등 이 낮아짐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탄력

성, 착성  씹힘성은 유의  차는 없으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 이 낮아질수

록  근내 결합조직의 양이 많아지고, 근내 지방함량이 상 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조직이 질

겨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이다. 

   돈육 등 별로 제조한 햄버거 패티의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54와 같다. 반 으로 

패티 제조시 사용한 원료육의 등 이 낮아질수록 맛, 향, 색, 조직감, 종합  기호도가 유의 으로 감소

하고 이취는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특히, 등외등 인 E 등 의 경우 육색이 어둡고 식육의 

오염이 일어나기 쉬운 DFD 돈육으로 A～D 등 에 비해 품질이 히 낮게 나타났다. E 등  시료의 

심한 이취는 거세하지 않은 90 ㎏이상의 수컷과 늙은 종모돈에서 나는 성취(sex odor)로 단된다. 육

질등 정기 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성숙도, 조직감 등을 고려하여 단하게 되며

(Mallikarjunan et al., 1994), 특히 조직감은 소비자들에게 요한 향을 미치는 품질 특성으로 동물의 

연령, 사료 이외에도 숙성, 냉장방법, 도살 방법과 같은 사후 처리에 향을 받는다(Savell et al., 1989 

). 한, 육색은 소비자의 선택기 의 요한 항목을 차지하는데 육색은 식욕의 상승이나 하뿐만 아

니라 소비자들이 신선도의 기 으로 단하기 때문에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원료

육의 품질 등 이 육가공제품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54. Sensory score of hamburger patty at different grade of pork hams (whole 

body)

Grade Taste Flavor Color Texture Off-odor
Overall 

acceptability

A 7.0
a1)

7.0
a

7.0
a

6.8
a

2.4
c

7.0
a

B 6.8a 6.8a 7.0a 6.2a 2.8bc 6.6a

C 6.2
a

5.6
ab

7.0
a

6.2
a

2.8
bc

6.2
a

D 5.2
b

6.2
ab

6.6
a

5.6
ab

4.0
b

5.6
ab

E 3.8c 4.8b 3.2b 4.2b 5.8a 4.0b

SEM
2)

0.42 0.81 0.65 0.92 0.78 0.73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Hydroxyproline 분석을 통한 단체 식 육가공품의 원료육 등  추정 

   단체 식에 납품되는 육가공품  돈가스, 햄, 볼로냐소시지, 미트볼 4종을 상으로 hydroxyproline 함

량을 측정하여 품질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1-55에 나타냈다. 이  돈육 후지 사용을 제품 포장에 명기한 

품목은 볼로냐소시지와 미트볼이며 나머지 제품도 단가가 렴한 후지사용을 추정할 수 있었다. 측정된 

hydroxyproline 양은 최  햄 1685 μg/g에서 최고 볼로냐소시지 1884 μg/g 으로 나타났으나, 육가공품의 

경우 원육과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재료 첨가로 조단백질이 12～14%의 분포를 보 고, 이를 단백질 비 

hydroxyproline 함량으로 환산하 을 경우 매우 높은 hydroxyproline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원료육의 

품질을 추정할 때 후지로 제조된 볼로냐소시지와 미트볼 두 품목은 E등 으로, 그리고 돈가스와 햄도 제품 

제조 시 육을 사용하 음을 간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151 -

Table 1-55. Estimation of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grade by measuring of 

hydroxyproline contents 

Hydroxyproline

(μg/g)

Crude protein 

(%)

Hydroxyproline

/protein (μg/g)

Estimated 

grade

Pork cutlet 1820±27 13±0.4 14000±219 (E)

Ham 1685±29 14±0.6 12035±374 (E)

Sausage 1884±51 12±0.5 15700±194 E

Meatball 1711±46 13±0.8 13161±309 E

   (마) 유 자 분석에 의한 이종육의 정성  정량 

   PCR법을 이용한 이종육의 정성  정량 

   이종육의 검출을 해 닭, 소, 돼지의 유 자에 특이 인 primer의 반응특이성을 확인하

다. 닭고기 0 ～ 50%에 나머지 돼지고기와 소고기 50 ～ 100%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체 

100%가 되도록 한 후, 각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100 ng/ml을 이용하여 기 동으로 확인

하 으며(Fig. 1-4), 닭, 소, 돼지에 특이 인 primer를 이용하여 PCR 분석을 하 다. 닭고기에 

특이 인 primer (X52392)를 이용한 PCR 분석결과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닭고기가 혼합

되지 않은 시료(Lane 1, 3, 10)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약 266 bp의 DNA 밴드가 검출되어 

X52392 primer는 닭고기 혼입유무를 확인하기 한 정성분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

었다. 그러나 소  돼지에 특이 인 primer로 보고되었던 J01394와 AF039170는 서로 다른 종

류의 시료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종육 혼입을 한 특이  primer로는 부 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1-5, 1-6). 한편, Fig. 1-7에서 닭고기의 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DNA 

밴드의 농도를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비교분석 한 결과는 Table 1-56와 같다. 닭

고기만을 시료로 하 던 lane 2의 DNA 밴드의 농도를 100%로 기 할 경우 Table 1-56에서와 같

이 닭고기 함량이 5 ～ 40%로 증가함에 따라 DNA 밴드의 강도가 직선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 1-4.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DNA extracts from the different meat mixture 

         L1, porcine (100%); L2, chicken (100%); L3, bovine (100%); L4, chicken (50%) 

porcine : bovine = 1 : 1 (50%); L5 chicken (40%) porcine : bovine = 1 : 1 (60%); 

L6 chicken (30%) porcine : bovine = 1 : 1 (70%); L7 chicken (20%) porcine : 

bovine = 1 : 1 (80% ; L8 chicken (10%) porcine : bovine = 1 : 1 (90%); L9 

chicken (5%) porcine : bovine = 1 : 1 (95%); L10 porcine : bovine = 1 :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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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with chicken specific 

primer X52392 at different meat mixture 

        L1, porcine (100%); L2, chicken (100%); L3, bovine (100%); L4, chicken (50%) 

porcine : bovine = 1 : 1 (50%); L5 chicken (40%) porcine : bovine = 1 : 1 (60%); 

L6 chicken (30%) porcine : bovine = 1 : 1 (70%); L7 chicken (20%) porcine : 

bovine = 1 : 1 (80% ; L8 chicken (10%) porcine : bovine = 1 : 1 (90%); L9 chicken 

(5%) porcine : bovine = 1 : 1 (95%); L10 porcine : bovine = 1 : 1 (100%)

Fig 1-6.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with bovine specific 

primer J01394 at different meat mixture 

       L1, porcine (100%); L2, chicken (100%); L3, bovine (100%); L4, chicken (50%) porcine 

: bovine = 1 : 1 (50%); L5 chicken (40%) porcine : bovine = 1 : 1 (60%); L6 

chicken (30%) porcine : bovine = 1 : 1 (70%); L7 chicken (20%) porcine : bovine = 

1 : 1 (80% ; L8 chicken (10%) porcine : bovine = 1 : 1 (90%); L9 chicken (5%) 

porcine : bovine = 1 : 1 (95%); L10 porcine : bovine = 1 : 1 (100%)

Fig. 1-7.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with porcine specific 

primer AF039170 at different meat mixture 

        L1, porcine (100%); L2, chicken (100%); L3, bovine (100%); L4, chicken (50%) 

porcine : bovine = 1 : 1 (50%); L5 chicken (40%) porcine : bovine = 1 : 1 (60%); 

L6 chicken (30%) porcine : bovine = 1 : 1 (70%); L7 chicken (20%) porcine : 

bovine = 1 : 1 (80% ; L8 chicken (10%) porcine : bovine = 1 : 1 (90%); L9 chicken 

(5%) porcine : bovine = 1 : 1 (95%); L10 porcine : bovine = 1 :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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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6.  PCR bands intensity amplified with chicken specific primer X52392 at 

different chicken concentration 

Lan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Chicken 
concentration(%) 0 100 0 50 40 30 20 10 5 0

Net intensity ND
1)

16026 ND 13622 14103 8814 6891 6250 3205 ND
Ratio2) (%) 0 100 0 85 88 55 43 39 20 0

1) ND : Not detected.
2) Net intensity of each lane / Net intensity of Lane 2.

 

   닭고기 함량 100% 때의 DNA 밴드강도에 한 닭고기 각 농도별 DNA 밴드강도의 비율을 y, 

혼입한 닭고기의 농도를 x로 하 을 때 상 계식은 y = 1.4762x + 16.866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표 곡선의 신뢰성(R
2
 = 0.917)과 정량이 가능한 닭고기의 최 함량이 40% 이하로 낮아 시

제품을 상으로 정량  검출을 하기 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범 한 농도 범 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닭고기 

혼입율을 정량 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해 닭으로

부터 추출한 DNA의 농도를 200 ng/ml부터 단계별로 2배씩 희석한 후 닭 특이 

primer(X52392)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고 기 동을 한 후 DNA 밴드의 농도를 산출하

다. 그 결과 Fig.  1-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정성  검출을 한 최소 DNA 농도는 약 6.25 

ng/ml (lane 6)이 다. 한편 밴드의 강도를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DNA 농도가 50 ng/ml 

(lane 3)까지 DNA 농도가 증가할수록 밴드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간 유의 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1-57).  따라서, DNA의 정량  분

석을 한 닭고기 DNA의 검출 농도는 약 50 ～ 5 ng/ml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57의 결과를 활용하여 닭고기 DNA 농도(x)와 PCR DNA 밴드 농도비(y) 사이의 유의  상

계는 표 곡선 y = 1.695x + 17.737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표 곡선의 신뢰성(R
2
 = 

0.9823)은 높았다. 따라서, PCR법을 이용한 닭고기의 정량  분석을 해 표 곡선을 작성할 

경우 혼입된 닭고기 농도보다는 닭고기로부터 추출한 DNA 함량을 기 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정량  분석을 한 DNA의 검출범 는 여 히 낮게 나

타나 정량  검출범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Fig. 1-8.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with chicken specific 

primer X52392 at different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L1 200ng/ml, L2 100ng/ml, L3 50ng/ml, L4 25ng/ml, L5 12.5ng/ml, L6 6.25ng/ml, 

L7 3.12ng/ml, L8 1.5ng/ml, L9 0.75ng/ml, L10 0.38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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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7. PCR band intensity amplified  with chicken specific primer X52392 at 

different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Lan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ng/ml)

200 100 50 25 12.5 6.25 3.12 1.50 0.75 0.38

Net intensity 13278 12333 12661 8444 4632 2907 ND1) ND ND ND

Ratio
2)

 (%) 105 97 100 67 37 27 0 0 0 0

1) ND : Not detected.
2) 

Net intensity of each lane / Net intensity of Lane 3.

 

Real-time PCR법을 이용한 닭고기의 정성  정량 

    계육에 해 특이 으로 반응하는 X52392 primer를 이용하여 특이 으로 생성되는 밴드를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 기법을 이용하여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 다. 계육 비 돈육  우육의 혼합비율을 50:50 ～ 95:5의 비율로 혼합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100 ng/ml을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한 결과 Fig. 1-9  Table 1-58에서

와 같이 계육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시작되는 검출 cycle (CT, threshold cycle)이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Jason et al. (2003)이 확인한 바와 같이 소

에 특이 인 primer를 이용한 real-time PCR 결과 소고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출 cycle이 

유의 으로 변화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계육의 정량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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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I J

Fig. 1-9. Comparison of threshold cycles at different chicken concentration by real-time PCR  

          A, Total diagram; B chicken; C, chicken (50%), porcine : bovine = 1 : 1 (50%); D, 

chicken (40%) porcine : bovine = 1 : 1 (60%); E, chicken (30%) porcine : bovine 

= 1 : 1 (70%); F, chicken (20%) porcine : bovine = 1 : 1 (80%); G, chicken (10%) 

porcine : bovine = 1 : 1 (90%); H, chicken (5%) porcine : bovine = 1 : 1 (95%); 

I, porcine : bovine = 1 : 1 (100%); J, Negative control.

Table 1-58. Variation of threshold cycles at different chicken  concentration by real-time PCR 

 Chicken 
concentration (%)

100 50 40 30 20 10 5 0
Negative

control

Threshold cycle

(CT)
23.50 24.53 24.84 25.23 26.71 27.68 27.79 31.10 32.87

 분석을 한 표 곡선을 작성한 결과 계육함량에 따른 표 곡선(y = - 0.0811x + 28.228, 

R2 = 0.9478)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정량  분석을 한 닭고기의 검출함량은 5 ~ 50%인 것

으로 나타났다(Fig. 1-10). 한편, real-time PCR을 이용한 정량  분석 시 보다 정확한 표 곡선

을 산출하기 한 실험으로 닭으로부터 추출한 DNA를 5～100 ng/ml 농도로 희석한 후 

real-time PCR을 수행하고, Table 1-59  Fig. 1-11과 같이 검출 cycle을 구하여 표 곡선을 작

성하 다(y = - 0.0201x + 26.177, R2 = 0.9850). 그 결과 정량  분석을 한 DNA 농도의 검

출범 는 약 10~100 ng/ml 이었으며, 표 곡선의 R2 값도 0.985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Fig. 

1-8에서 닭고기를 그 로 표 시료로 사용하 던 방법에 비해 닭고기의 DNA를 농도를 표 시

료로 사용할 경우 표 곡선의 검출범   신뢰성이 높아짐을 증명한 결과이다. 한, PCR을 

이용한 정량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닭고기의 정량  분석을 해서는 real-time PCR

법이 PCR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효율 일 것으로 단되어 향후 시 제품에 한 이종육 

혼입의 정성  정량  평가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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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0811x  + 28.228

R 2  = 0.9478

23

24

25

26

27

28

29

0 10 20 30 40 50 60

Ch i c k e n  c o n c e n t r a t i o n  (%)

T
h
re

s
h
o
ld

 c
yc

le

Fig. 1-10. Standard curve of the threshold cycles at different chicken concentration by 

real-time PCR.

Table 1-59. Variation of threshold cycles at different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by 

real-time PCR.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ng/ml)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5 0

Threshold cycle

(CT)
24.18 24.4 24.51 24.74 25.08 25.12 25.41 25.57 25.64 26.08 28.35 27.29

y  =  - 0 . 0 2 0 1 x  +  2 6 . 1 7 7

R
2
 =  0 . 9 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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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Standard curve of the Threshold cycles at different DNA concentration by 

real-time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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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육의 정성  검출을 한 multiplex-PCR 분석

   다른 종류의 원료혼입유무를 별하기 한 정성  분석방법의 일환으로 계육, 우육, 돈육에 

해 특이 인 NC001323, NC 001567, NC000845 primer (Table 1-60)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종에 한 

유  특이성을 동시에 검출 가능한 multiplex-PCR을 수행하 다. 그 결과 Fig. 1-12에서와 같

이 약 224(계육), 104(우육), 290(돈육) bp의 PCR 밴드가 각각 계육, 우육, 돈육의 시료로부터 확

인되었다. 한, lane 4의 혼합육에 한 PCR 결과로부터 3종의 원료육이 모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Dalmasso (2004)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실험을 해 사용된 

PCR primer는 각각의 원료육에 특이 으로 반응하며, 3종의 원료육의 동시검출을 한 

multiplex-PCR primer로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차후 여러 종의 원료

육이 혼입된 시료를 동시에 별하기 한 정성  분석 분석방법으로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Fig. 1-1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multiplex-PCR products amplified with the different 

specific primer. L1 chicken, L2 bovine, L3 porcine, L4 Mixture meat 

   단체 식용 육가공품의 이종육 혼입유무 별

   PCR을 이용한 계육 혼입유무 분석

   단체 식용 육가공품의 이종육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한 실험으로 단체 식용으로 사용되

는 일부 육가공품을 수거하여 제품으로부터 DNA를 추출하 으며(Fig. 1-13), 계육에 해 특이

으로 반응하는 X52392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후 계육의 정성  정량  분석을 

실행하 다. 각각의 제품으로부터 추출되어진 DNA의 농도를 Table 1-60와 같이 정량  분석

은 한 임계농도인 50 ng/ml로 일정하게 맞춘 후 이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Fig. 

1-14), 정성 으로는 원료육  분쇄하지 않은 돈육만을 70% 첨가하 다고 표기된 돈가스의 경

우 특이  밴드가 나타나지 않아 원료육에 닭고기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닭고

기가 미량 는 5%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진 햄, 볼로냐소시지, 미트볼의 경우 닭고기에 특이

인 밴드가 나타나 닭고기가 포함된 것으로 단이 되었다. 한편, 정량  분석을 해 각각의 

PCR band로부터 intensity를 분석한 후 표 곡선 y = 1.695x + 17.737을 이용하여 lane 3 

(chicken DNA, 50 ng/ml)을 기 으로 닭고기 함량을 계산한 결과(Table 1-61) 햄, 볼로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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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트볼이 각각 21.54, 9.16, 28.42 %로 나타나 제품에 표기된 계육 함량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오차를 감안 하더라도 단체 식용으로 납품되는 육가공품이 표

기 사항보다 높은 비율로 계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1-13.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DNA extracts from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L1 Pork cutlet; L2 Ham; L3 Sausage; L4 Meatball.

Fig. 1-14.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mplified with chicken specific 

primer X52392 in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SM standard marker, L1 

Chicken meat (control); L2 Pork cutlet; L3 Ham; L4 Sausage; L5 Meatball.

Table 1-60 Estimation of chicken concentration in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by PCR

 Measurement result Meat 

concentration 

marked

in label

Intensity of 

sample (Is)

Ratio of 

Is/Ic1) (%)

DNA 

concentration 

(ng/ml)
2)

Chicken

concentration

(%)  

Pork cutlet ND
3)

0 0 0 Porcine 70%

Ham 4557 35.99 10.77 21.54 Porcine 90.5% 

Sausage 3229 25.50 4.58 9.16
Porcine 63.7% 

Chicken 5.0% 

Meatball 5295 41.82 14.21 28.42
Porcine 70.0%

Chicken 5.0%

1)
 Net intensity (12661) from Table 15 (50 ng/ml of chicken DNA). 

2) Calculated by the equation {DNA concentration (ng/ml)=[(Is/Ic)-17.737)/1.695]}.
3) ND : Not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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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1. Estimation of chicken concentration in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by 

real-time PCR

 Measurement result
Meat concentration 

marked in labelThreshold cycle (CT)
Concentration of 

chicken
1) 

(%)

Pork cutlet 31.11 Negative Porcine 70%

Ham 26.42 22.29 Porcine 90.5%

Sausage 27.06 14.40
Porcine 63.7%, Chicken 

5.0% 

Meatball 25.91 28.58
Porcine 70.0%

Chicken 5.0%

1) Calculated by the equation {Chicken concentration (%)=[(CT-28.228)/-0.0811]} from Fig. 1-11.

   Real-time PCR을 이용한 계육 혼입여부 분석

   계육에 해 특이 으로 반응하는 X52392 primer와 특이 유 자를 실시간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 기법을 이용하여 단체 식용 육가공품에 함유된 계육을 정성  정량 으로 분

석하 다. 각각의 제품으로부터 추출되어진 DNA의 농도를 100 ng/ml로 일정하게 맞춘 후 이

를 이용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한 결과(Table 1-62), 돈육 70%인 돈가스의 경우, 검출 cycle

이 31.11로 닭고기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닭고기가 미량 포함되거나 5%포함된 것으로 표기되어

진 햄, 볼로냐소시지, 미트볼의 경우 검출 cycle이 각 26.42, 27.06, 25.91로 나타났으며 이를 

Fig. 1-10에서 산출된 계육함량에 따른 표 곡선(y = - 0.0811x + 28.228, R2 = 0.9478)을 이용

하여 닭고기의 함유량을 계산한 결과 각각 22.29, 14.40, 28.58%로 나타났다. 이는 PCR을 이용

한 분석결과(Table 1-61)에서와 같이 단체 식에 납품되는 육가공품이 표기 사항보다 높은 비

율로 육(계육)을 사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이다. 한편,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닭고

기 DNA를 표 시료로 사용하여 육가공품  닭고기의 정량  평가를 해 real-time PCR을 

수행한 결과 돈가스, 햄, 볼로냐소시지, 미트볼의 검출 cycle은 각각 27.93, 25.63, 25.90  

25.55로 나타났다. 이를 Fig. 1-11으로부터 얻은 표 곡선(y = - 0.0201x + 26.177, R2 = 0.9850)

으로부터 닭고기 DNA의 농도로 환산하여 최종 으로 육가공품에 포함되어 있는 닭고기함량

을 계산한 결과 돈가스는 닭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햄, 볼로냐소시지, 미

트볼의 경우 각각 27.21, 13.78, 31.19%의 닭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1-61과 

1-6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육가공품에 표시되어져 있는 닭고기 함량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

(Jason, 2003)에 의하면 real-time PCR법은 민감한 형  발 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 시료와 

동시에 분석할 경우 가장 정확한 정량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종육(닭고기)의 정량  분석을 해 표 곡선으로부터 

산출된 단체 식용 육가공품 의 닭고기함량은 각각의 분석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

나, 표 시료와 동시에 분석할 경우 정량 인 오차범 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 되

었다. 한, 표 곡선의 신뢰성  검출범 를 기 으로 할 경우 PCR법에 비해 real-time PCR

이 더욱 정확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특히 표 곡선 작성을 한 표 시료는 원료육을 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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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에 비해 원료육으로 부터 추출한 DNA를 표 시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 인 것

으로 단되었다. 

Table 1-62. Estimation of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and chicken concentration in the 

commercial meat products by real-time PCR

 Measurement result

Meat concentration 

marked in label
Threshold cycle

(CT)

DNA 

concentrationof 

chicken1) (ng/ml)

concentration of 

chicken
2)

(%)

Pork cutlet 27.93 0 0 Porcine meat 70%

Ham 25.63 27.21 27.21
Porcine meat 90.5%, 

Chicken meat 

Sausage 25.90 13.78 13.78
Porcine meat 63.7%, 

Chicken meat 

Meatball 25.55 31.19 31.19
Porcine meat 70.0%,

Chicken meat 5.0%

1) 
Calculated by the equation {DNA concentration of chicken (ng/ml) = [(CT - 26.177) / -0.0201]} 
from Fig. 10.

2) Calculated by the equation {Chicken concentration (%) = [DNA concentration of chicken1)/100 
ng/ml

3)
] × 100}. 

3) Total template DNA concentration (ng/ml) of the meat products samples used for real-time PCR 
reaction.

 나. 육군 보 지휘 (장군,  장교) 상 군 식품/비상/특수식량의 안 공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  홍보

   육군 군수․병참 련 주요지휘 (군수참모부장, 보 처장, 군단 참모부장 등 장성   

장교 600여명)를 상으로 “육군 병참의 날(2004. 7. 9, 육군회 )”과 “2004 지상군 페스티벌(육

군 비무기체계 발 세미나  공개설명회, 2004. 10. 7,  EXPO 국제회의장); “2005 지상군 

페스티벌(육군 비무기체계 공개설명회, 2005. 10. 5,  EXPO 국제회의장)”에 군 식 등 단체

식에서 식인성 질병 방  장 안정성 확보를 해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

내․외 이용 황, 선진軍의 개발/실용화 동향  발  방향에 한 주제로 특강  공개설명

회 개최하 다. 특히,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신개념 한국형 투식량/일품음식 

가제품(4종 8품목)을 비무기체계발  공개설명회에 시하여 지휘   역장병에게 큰 심

과 호응을 얻었다. 기 개발된 시제품들은 탁연구과제(충남  김미리교수)와 력연구를 통하

여 80년  반에 개발되어 보 된 기존 메뉴의 단순함과 연식성 등이 개선되었고 신세  장

병의 기호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육군 군수참모부장  주요지휘  등은 방사선 조

사기술을 우리 軍의 식 체계에 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 으며, 차후 硏․軍 공동연

구개발에 한 강한 의지를 표명  군수발 기계획 병참발 방향(육군교육사령부, 2004. 12)

에 포함하 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요지휘  등에게 방사선기술의 선진군 이용사례 설명 

 국군의 투식량 발 계획에 반 하도록 건의하여 2008년부터 차세 투식량 개발 연구사

업을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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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상군 페스티벌(‘04. 10. 7) 

육군비무기체계발  세미나 

특강발표

(연사 : 과제책임자 변명우 박사)

육군비무기체계발  공개설명회에 

시한 한국형 투식량 시 품목

(4종 8품목)
   

   

    육군군수참모부장 등 주요지휘 들에게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내․외  이용 황과 미군, 

러시아군 등 선진 軍의 연구/실용화 동향  연구개발한 시제품 홍보    

 다.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 연구

  (1)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국제 력체계 구축  기  기반기술 확보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우주식품 개발 황  가공기술 등에 한 자료를 분

석(방사선 기술기반 한국형 우주환경생명지원시스템 구축을 한 연구 황 분석보고서, Ⅰ. 우

주식품개발  활용연구 분야, KAERI/AR-743/ 2006)하고 미국 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 (FTCSC, 2004. 12.)  러시아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IBMP, 2006. 12)와 우주식품개발을 한 공동연구 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

다.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임무를 수행할 국내 우주인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

을 개발하기 한 식단 개발 등 기 연구를 실시하 고, 미세 력의 우주환경에서 유발될 수 

있는 , 근육의 퇴화  소화불량 등 신체  결함  생리 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기능

성식품 개발을 한 기 기반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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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기술 기반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미생물학 , 능  품질 변화

   숙성된 포장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총균수  능평가 결과를 Table 1-63에 나타내었

다. 감마선 단독 처리 후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특

히 25 kGy 이상 조사 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최  숙성 김치에 존재하는 

미생물수는 약 10
8
 CFU/g 정도로 보고된바 있으며(Kim and Kim, 2003)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조사 조구의 미생물수가 4.5×10
8
 CFU/g 으로 나타나 숙성이 잘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

다. 식품 내에 있는 기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생  품질 변화 억제에 의한 장

성 확보에 있어 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숙성된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기 미생물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성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

편 Cha  et al. (1989)과 Kang et al. (1988)도 최 숙성 김치에 방사선을 5 kGy로 조사했을 때 

조사 직후 10
4
 CFU/g 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감마선 

조사가 숙성된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색, 조직, 맛, 향, 종합  기호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며 25 kGy의 선량으로 조사 시 이취  이미의 발생으로 인해 acceptable(4  기 ) 수  이

하로 나타났다. Song  et al. (2004)은 10 kGy 이상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하면 색, 풍미, 조직에 

한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하 고, Kang et al. (1988)도 감마선에 의한 김치 장 연구에서 조

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장성이 증가되었지만, 능  품질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실

험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마선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김치의 완 멸균을 

해서는 25 k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능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한 

기타 식품가공  장기술과의 병용처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63.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and viable cell count of Kimchi after gamma 

irradiation, immediately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FU/g)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CON1) 4.5×108 5.8a2) 6.1a 6.6a 6.6a 1.2d 6.8a

5 2.0×104 6.2a 5.4a 5.4b 5.7a 2.2c 5.5b

10 7.2×103 6.5a 4.5ab 4.6b 4.4b 3.4b 4.8bc

15 5.0×102 6.2ab 4.1b 3.6c 4.2b 4.8a 4.3c

20 2.0×102 4.5b 3.4c 3.6c 3.5c 4.8a 3.7cd

25 ND3) 3.8c 3.3c 3.2cd 3.3c 5.1a 3.4d

SEM4) 0.51 0.62 0.54 0.55 0.47 0.58

1)
CON : non-irradiated Kimchi.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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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가열처리가 포장 김치의 미생물 생육  능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포장 김치를 각각 50, 60, 70, 8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총균수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64에 나타내었다. 가열 처리 직후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가열온도

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가열처리구의 경우 107 CFU/g 수 의 미생물 

수를 보여 비가열 조구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0℃ 가열처리구의 경우 약 

10
2
 CFU/g 수 까지 미생물 수가 감소하여 미생물 감소 효과가 높았다. 한편, 60℃와 70℃ 가

열처리구의 경우 미생물 수는 약 104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 Hwang et al. (2004)은 숙

성된 김치를 65℃, 75℃로 가열했을 경우 총균수가 약 10
4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한편, 가열처리 후 포장 김치의 반 인 능  품질은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60℃ 가열처리구의 경우 비가열 조

구에 비해 종합  기호도가 약간 감소하 으나 두 처리구간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0℃와 80℃ 가열처리구의 경우 김치의 조직 연화  이취 발생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선

한 숙성 김치를 만들기 한 조건으로는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생물학 , 능  품질 면에서 가장 합한 가열온도는 6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방사선과의 병용처리 시의 가열처리 조건으로 이용하 다. 

Table 1-64.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and viable cell count of Kimchi after heat 

treatment for 30 min, immediately

Temperature

(℃)

Viable cell 

(CFU/g)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CON
1)

5.9×10
8

6.8
a2)

6.5
a

6.7
a

6.8
a

1.2
d1)

6.4
a

50 1.2×10
7

6.3
b

6.1
b

6.0
b

5.8
b

2.0
c

6.0
b

60 1.5×10
4

6.0
b

5.8
ac

5.8
bc

5.0
b

2.2
c

5.6
b

70 1.1×10
4

5.4
b

5.3
cd

5.2
c

4.4
c

3.1
b

4.4
c

80 7.0×10
2

5.3
c

4.2
d

4.8
d

4.0
d

3.8
a

3.8
d

SEM
3)

0.53 0.62 0.54 0.57 0.21 0.39

1)CON : untreated Kimchi.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

   방사선과 기타 식품가공  살균방법의 병용처리는 허들효과(hurdle effect)에 의해 미생물 

살균에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식품에 가열이나 약품처리  방사선 조사를 병용하면 비교  낮

은 온도, 낮은 농도  선량의 방사선 조사로써 목 하는 바 살균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방사선 조사와 다른 물리  방법과의 병용처리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 왔다

(Leistner et al.,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숙성된 김치를 포장한 후 60℃에서 30분간 처리하

고 감마선을 연속 으로 처리한 다음 35℃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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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치의 장성과 품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미생물의 생육변화 측정 결과를 

Table 1-65에 나타냈다. 그 결과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한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미생물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

며 방사선 단독 처리된 포장 김치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동일한 선량에서 미생물 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 총균수는 비조사구의 경우 최  증

식 한계인 10
8
 CFU/g 이상으로 증가하 으며, 가열 단독처리구의 경우 약 10

5
 CFU/g 수 을 

보여 장 기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감마선-가열 병용처리구의 경우 

장 14일째 약 2 log cycle 수 의 미생물이 생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kGy 감마선-가열 병

용처리구의 경우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yun  et al. (1989)은 김치의 

장기간 연장을 해 방사선 조사 의 가열처리가 보다 효과 일 것이라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열을 통해 기균수를 상당수 인 후 2차 으로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김치의 

장성 증진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5. Viable cell count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Heat treatment

(60℃, 30 mi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at 35℃ (days)

0 day 14 day

- 0 1.9×10
8

9.0×10
8

+ 0 3.2×104 2.5×105

+ 5 6.8×10
3

4.8×10
4

+ 10 ND1) 5.0×102

+ 15 ND 2.3×10
2

+ 20 ND 1.0×102

+ 25 ND ND

     1)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김치를 포장하 고 60℃에서 30분간 처리하여 감마선을 연속 으로 처리한 후 35℃

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66에 나타냈다. 그 결과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 직후의 능  품질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색, 조직, 맛, 향, 종합  기호

도가 감소하여 10 kGy 감마선-가열 병용처리구의 경우 acceptable(4  기 ) 수  이하로 나타

나 가열-감마선 병용처리가 감마선 단독 처리에 비해 능  품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 능  품질은 비조사 조구  가열 단독 처리구의 

경우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능  품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열-감마

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색과 조직감은 약간 감소하 으나, 맛과 향이 증가하고 이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열-25 kGy 감마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능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미생물이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김치의 멸균에 있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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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6.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

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Heating

Irradiation 

dose

(kGy)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0

- 0 6.5
a1)

6.8
a

6.7
a

6.8
a

1.1
b

6.6
a

+ 0 4.8
b

5.4
b

5.5
b

5.3
b

1.3
b

5.6
b

+ 5 4.5
bc

4.7
bc

4.4
c

4.1
c

1.8
ab

4.4
c

+ 10 3.8
c

3.3
c

3.0
d

3.0
d

2.4
a

3.4
d

+ 15 2.5
d

3.1
c

3.3
d

3.1
d

2.8
a

3.3
d

+ 20 2.4
d

3.0
c

3.2
d

2.8
d

2.9
a

3.1
d

+ 25 2.6
d

3.3
c

3.0
d

3.2
d

2.9
a

2.8
d

SEM
2)

0.41 0.62 0.55 0.57 0.33 0.47

14

- 0 4.9
a

5.0
a

2.8
b

6.0
a

1.2
b

2.6
b

+ 0 3.6
b

4.5
a

3.4
ab

4.8
a

1.4
b

3.3
b

+ 5 3.8
b

3.0
b

3.9
a

3.0
b

2.0
ab

4.2
a

+ 10 3.2
c

2.8
bc

4.5
a

4.8
a

2.4
a

4.5
a

+ 15 3.3
c

2.5
c

4.7
a

3.9
ab

1.8
ab

4.0
a

+ 20 3.0
c

2.2
c

4.4
a

4.5
ab

2.2
a

4.7
a

+ 25 2.5
d

2.5
c

4.9
a

4.4
ab

2.3
a

5.1
a

SEM 0.58 0.34 0.71 0.70 0.45 0.46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이화학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김치를 포장한 후 60℃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하 고 감마선을 조사한 후 35℃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산도, pH  경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67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의 산도  pH는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도의 경

우 가열처리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상은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의 pectin질 구조가 변화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의 산도와 pH는 미생물 생육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즉, 비조사 조구  가열 단독처리구의 경우 장기간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해 산

도가 크게 증가하고 pH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열-감마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장

기간 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실험

구들의 경우 14일 경과 후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 생육결과를 뒷받침 하

다. 한 경도측정 결과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실험구들의 14일 경과 후 경도변화는 

비조사구 는 비가열처리구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장  김치의 조직변화

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나 김치원료 자체의 효소작용에 의해 pectin 질 성분이 가용성 물질

로 변화하여 발생하는데 특히 pectin 분해효소인 polygalacturonase의 경우 약 65℃ 정도의 온

도에서 최  활성을 나타낸다(Baek et al., 1989; Kim et al., 1999). 한, 부분의 효소도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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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비해 방사선에 한 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0 kGy 이

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가열 처리구의 경도가 감소한 이유는 가열  감마선 조사 후에

도 pectin 분해 효소가 완 히 불활성화 되지 않고 작용하 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김치

의 장성 증진을 해 가열  감마선을 이용할 경우 김치의 조직연화를 방지하기 한 연구

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가열과 방사선의 병용처리는 김치의 

장성 증진에 매우 효과 이며, 특히 60℃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후 25 kGy의 감마선 조사는 

가속 장 조건에서도 김치를 안 하게 장할 수 있는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김치의 능  품질 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67.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tems Heatin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at 35℃ (days)
SEM

5)

0 day 14 day

Acidity

(%)

- 0 0.33a1)B2) 1.01aA 0.017

+ 0 0.32aB 0.79bA 0.012

+ 5 0.32aB 0.39cA 0.023

+ 10 0.35aA 0.36dA 0.013

+ 15 0.30aA 0.35eA 0.015

+ 20 0.33aA 0.34eA 0.016

+ 25 0.34aA 0.34eA 0.014

SEM3) 0.015 0.019

pH

- 0 4.51dA 3.81eB 0.027

+ 0 4.69bA 3.90dB 0.014

+ 5 4.75aA 4.60cB 0.018

+ 10 4.65cA 4.67aA 0.022

+ 15 4.63cA 4.64bA 0.025

+ 20 4.68bA 4.64bA 0.029

+ 25 4.65cA 4.65bA 0.027

SEM3) 0.017 0.018

Hardness

(dyne/cm2)

- 0 2698aA 1900aB 149.0

+ 0 1886bA 1576bB 126.3

+ 5 1278bA 920cB 105.2

+ 10 552cA 472dA 87.6

+ 15 527cA 429dA 74.0

+ 20 435cA 351dA 95.6

+ 25 421cA 314dA 89.0

SEM4) 305.6 99.8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4)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5).
5)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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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소치환포장,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 효과

   미생물학  품질평가

   가열, 가열-감마선,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병용처리를 통해 제조된 각각의 시료에 한 

장 기간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Table 1-68과 Table 1-69에 나타내었다. 장 기 비조사 조

구의 총균수는 약 8 Log CFU g 이었다. 일반 으로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최 숙성 후 약 8-9 

Log CFU/g 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본 실험에 사용된 김치가 잘 숙성되었고, 사용하기에 

합하다고 단되었다. 비조사 조구의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30일의 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가열 단독 처리구의 경우 30일 후 약 8 Log CFU/g 에 도달하 다. 그러나 가열-감마

선, 질소치환-가열-감마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30일 후에도 세균  젖산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멸균된 것으로 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0℃에서 30분 가열처리 후 25 kGy로 감마선 병용처리

를 할 때 숙성된 김치에서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과정을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6)은 50-70℃ 범 로 가열처리 할 경우 숙성과 

련된 미생물의 불활성으로 인해 김치의 숙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Table 1-68. Enumeration of the total microbes in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8.45 8.64 8.97 8.73

HT2) 4.95 6.87 7.65 8.21

HT-IR
3)

ND
1)

ND ND ND

N2-HT-IR
4)

ND ND ND ND

1)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2)

HT : heated at 60℃ for 30 min.
3)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Table 1-69. Viable cell count of the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26 8.42 8.73 8.51

HT
2)

4.35 6.68 7.29 8.14

HT-IR3) ND1) ND ND ND

N2-HT-IR
4)

ND ND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

2
.

2)HT : heated at 60℃ for 30 min.
3)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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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와 산도

   장  실험구들의 pH와 산도 변화를 Table 1-70와 1-71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김치의 

pH가 약 4.2 일 때 최고의 맛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장 기간  비조사 조구와 가열 단독 

처리구의 pH는 감소하 고 산도는 증가하 다. 특히, 가열 단독 처리구는 생존하던 미생물이 증

가하여 발효가 계속 으로 진행됨에 따라 pH와 산도의 변화가 발생하 다. 호모형 발효균주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종이 김치의 발효과정  증식하는 것으로 찰되었고, 60℃ 가열에도 

생존하여 지속 인 발효를 일으켰다. 그 결과 김치의 pH는 4.0 이하로 감소하 고, 김치의 품질 

하  과도한 발효가 계속되었다. Cho and Rhee. (1993)은 pH 감소 (산도증가)와 젖산균 증식

과의 상 계를 보고하 는데, 젖산균의 조 을 통해 김치의 발효를 늦추고 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가열-감마선 조사구와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pH와 산도

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장 기간에 따른 변화도 없었다. 발효가 더 진행되더라도 발효와 련된 

젖산균의 불활성화로 인해 pH와 산도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Kim et al. (2006)의 연구결과에

서 55-65℃ 가열 후 15-25 kGy로 감마선 병용처리를 할 때 김치의 과도한 발효를 조 할 수 있다

고 보고한 바 있었다.

Table 1-70. pH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4.39±0.02
a1)A2)

3.96±0.02
cB

3.75±0.02
cC

3.61±0.02
cD

HT
3)

4.37±0.02
aA

4.04±0.03
bB

3.86±0.03
bC

3.65±0.03
bD

HT-IR4) 4.36±0.01aA 4.41±0.02aA 4.37±0.01aA 4.39±0.02aA

N2-HT-IR
5)

4.40±0.01
aA

4.38±0.02
aA

4.41±0.02
aA

4.42±0.01
aA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differ significantly (P < 0.05).
3)HT : heated at 60℃ for 30 min.
4)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Table 1-71. The acid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0.33±0.02
a1)D2)

1.06±0.03
aC

1.13±0.01
aB

1.24±0.03
aA

HT3) 0.32±0.01bD 0.96±0.03bC 1.02±0.02bB 1.17±0.03bA

HT-IR
4)

0.35±0.01
aA

0.38±0.02
cA

0.36±0.02
cA

0.37±0.01
cA

N2-HT-IR
5)

0.34±0.01
aA

0.36±0.02
cA

0.38±0.02
cA

0.35±0.01
cA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HT : heated at 60℃ for 30 min.
4)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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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변화

   Table 1-72은 35℃에서 장  김치시료들의 경도 변화를 보여 다. 가열 처리는 김치의 경도

를 감소시키며, 감마선과의 병용처리에 의해 가속화된다. 그러나 질소치환포장은 이러한 가열-감

마선 조사로 병용처리된 김치의 경도감소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온화 

방사선의 주된 부작용  하나인 김치의 경도 감소에 한 여러 보고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셀룰로오스 섬유들은 깨지고, 연화가 발생한다. 방사선에 의해 

물 분자는 이온화 되고 이때 강력한 라디칼이 생성되어 김치 분자와 랜덤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carbohydrate의 glycosidic bond는 ester bond와 함께 라디칼 반응에 의해 괴된다. 이로 인해 

채소의 조직이 물러지게 된다. 한편, 가스치환포장 하에 방사선 조사는 최소가공채소의 조직특성

을 유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Ahn et al., 2005; Kim et al., 2005). 한 35℃ 장 기간  모

든 시료들의 경도는 감소하 고, 감소 정도는 비조사 조구〉가열 단독 처리구〉가열-감마선처리

구〉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처리구의 순서 다. 과도한 숙성에 의한 김치의 조직연화는 부분

으로 에스테르화된 펙틴질의 가수분해를 진하는 펙틴가수분해효소의 활성, 미생물의 성장과 

계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 만으로는 펙틴가수분해효소를 완벽하게 불

활성화 시킬 수 없어 장  김치조직의 연화를 완 히 막을 순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으로 질소치환포장은 가열-감마선 조사로 병용처리된 김치의 조직감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

나 연화 상을 해하기 한 다른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Table 1-72. The hardnes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1694±127a1)A2) 1295±118aB 681±92aC 485±79abD

HT
3)

1528±105
aA

1074±97
bB

792±75
aC

594±95
aD

HT-IR
4)

927±73
cA

695±58
dB

496±52
bC

429±47
bC

N2-HT-IR5) 1129±82bA 894±61cB 745±83aC 653±68aC

1)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HT : heated at 60℃ for 30 min.
4)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능평가

   가열처리, 가열-감마선조사,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조사 실험구들의 장  능  품질평

가 결과를 Table 1-73에 나타내었다. 장 기의 능평가 결과 비조사 조구가 색상, 조직감, 

맛, 풍미, 체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열 단독 처리구, 가열-감마

선 처리구,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처리구 모두 비조사 조구 보다 낮은 수를 받았지만 체

 기호도는 모든 패 에 의해 수용가능한 수 으로 평가되었다. 10일간의 장 후 비조사 조

구와 가열 단독 처리구의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3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된 반면 가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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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 처리구와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처리구의 항목들은 3-5  정도로 평가되었다. 한, 30일 

장 후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처리구의 색상, 조직감, 맛, 풍미, 체  기호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능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질소치환포장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Table 1-73.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Sample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trol 6.9±0.5a1) 6.9±0.6a 6.6±0.7a 6.8±0.5a 6.8±0.6a

HT2) 6.6±0.4a 6.6±0.8a 6.4±0.5a 6.7±0.8a 6.4±0.5a

HT-IR
3)

6.2±0.5
a

5.3±0.3
b

4.2±0.6
c

5.4±0.4
b

4.2±0.4
b

N2-HT-IR4) 6.5±0.6a 5.8±0.5ab 5.2±0.4b 5.8±0.5ab 5.1±0.5b

10

Control 6.7±0.4a 5.9±0.8a 1.5±0.3b 1.8±0.2b 1.7±0.3b

HT 6.4±0.7
a

5.4±0.4
a

2.6±0.4
b

2.3±0.4
b

2.4±0.5
b

HT-IR 4.9±0.5b 4.8±0.3a 5.0±0.6a 5.2±0.8a 5.1±0.7a

N2-HT-IR 5.1±0.4b 5.1±0.5a 5.7±0.5a 5.9±0.6a 5.8±0.6a

20

Control 6.3±0.6
a

4.7±0.6
a

1.4±0.4
b

1.4±0.2
b

1.5±0.2
b

HT 6.2±0.5a 4.5±0.3a 2.1±0.3b 2.0±0.3b 1.9±0.4b

HT-IR 4.1±0.3b 4.4±0.5a 4.4±0.6a 4.7±0.6a 4.4±0.4a

N2-HT-IR 4.6±0.5
b

4.7±0.4
a

5.3±0.5
a

5.4±0.4
a

5.3±0.5
a

30

Control 6.1±0.7a 4.1±0.3a 1.1±0.3b 1.2±0.3b 1.2±0.2b

HT 5.7±0.5a 4.2±0.2a 1.8±0.2b 1.9±0.3b 1.3±0.4b

HT-IR 3.9±0.3
b

3.9±0.4
a

3.7±0.6
a

4.5±0.6
a

3.9±0.5
a

N2-HT-IR 4.2±0.4b 4.5±0.5a 4.9±0.5a 4.9±0.4a 4.8±0.7a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HT : heated at 60℃ for 30 min.
3)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라) 감마선 조사 온도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미생물학  품질평가

   질소치환 포장 후 60℃ 온수에 30분간 담근 다음 25℃, -20℃, -70℃, -178℃에서 조사된 김치

의 장 기간에 따른 총균수, 젖산균수 측정결과를 Table 1-74과 1-75에 각각 나타내었다. 장 

기 비조사구의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8 Log CFU/g 수 으로 나타났으며 30일의 장 기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25 kGy의 선량으로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시료들에서

는 30일의 장 기간 동안 세균  젖산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멸균된 것으로 단되었다. 미

생물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은 식품 내 성분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온화 방사선 활성의 첫 

번째 단계는 물 분자로부터 hydroxyl radical과 hydrogen의 생성이다. 일반 으로 최  -20℃ 근

처에서는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이 증가되며, 냉동상태와 같이 제한된 자유수 조건 하에서는 세

균 오염을 감소시키기 해 더 높은 조사선량이 요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Sommers et al., 

2002). 본 실험에서 25 kGy의 감마선 선량은 온도 감소에 의해 방사선 항성이 증가된 미생물을 

사멸하기에 충분한 선량으로 단되었다. 즉, 일차 으로 가열에 의해 숙성된 김치 내 미생물들이 

감소되었고, 이후의 25 kGy의 감마선 조사는 온도에 의해 항성이 증가된 균이라 할지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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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키기에 충분한 선량이라고 단되었다. 

   pH와 산도

   김치는 신맛과 탄산미를 가지기 때문에 pH와 산도는 김치의 발효지표이며 주된 품질특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온도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시료의 장  pH와 산도변화를 Table 1-76

과 1-77에 각각 나타내었다. 장 기 모든 시료의 pH와 산도는 각각 4.4와 0.3% 이 고, 김치시

료 간 유의차는 없었다. 일반 으로 pH가 약 4.2일 때 김치는 최고의 맛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비조사구의 경우 장기간에 따라 미생물의 생육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pH는 감소하 고 

산도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다양한 온도별로 방사선 조사된 모든 시료들은 조사 시 

온도에 계없이 pH와 산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Table 1-74.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growth of total viable cell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14 8.47 8.63 8.79

20℃ ND1) ND ND ND

-20℃ ND ND ND ND

-70℃ ND ND ND ND

-178℃ ND ND ND ND
1)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Table 1-75.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12 8.39 8.64 8.73

20℃ ND1) ND ND ND

-20℃ ND ND ND ND

-70℃ ND ND ND ND

-178℃ ND ND ND ND
1)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Table 1-76.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pH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4.43±0.02a1)A2) 3.92±0.01bB 3.69±0.02bC 3.62±0.02bD

20℃ 4.45±0.02
aA

4.42±0.02
aA

4.37±0.02
aAB

4.37±0.02
aB

-20℃ 4.42±0.01aA 4.39±0.02aAB 4.36±0.01aB 4.36±0.02aB

-70℃ 4.44±0.02aA 4.41±0.01aAB 4.39±0.02aB 4.37±0.01aB

-178℃ 4.43±0.01
aA

4.38±0.02
aB

4.39±0.02
aB

4.38±0.02
aB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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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7.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acid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0.32±0.02a1)D2) 0.97±0.03aC 1.19±0.03aB 1.28±0.05aA

20℃ 0.34±0.01aA 0.35±0.03bA 0.35±0.02bA 0.36±0.02bA

-20℃ 0.33±0.02aB 0.35±0.01bAB 0.37±0.02bA 0.38±0.02bA

-70℃ 0.31±0.01aB 0.33±0.02bAB 0.35±0.01bA 0.36±0.03bA

-178℃ 0.32±0.01aB 0.34±0.02bAB 0.36±0.02bA 0.37±0.02bA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경도변화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시료의 35℃ 장  경도변화를 Table 

1-78에 나타내었다. 장 기 김치의 경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했으나 -20℃에서 조사했을 

경우 경도감소가 완화되었다. 한, 장기간 동안 냉동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경도는 

비조사구  실온 조사된 시료에 비해 감소폭이 었다. 특히, -70℃에서 감마선 조사된 후 30일

이 경과한 김치의 경도는 모든 시료들의 경도 보다 높았다.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셀

룰로오스 섬유는 깨지고, 조직은 연해진다. 방사선에 의해 물 분자의 이온화로부터 생성되는 강력

한 라디칼들은 김치분자와 랜덤하게 반응하고, carbohydrate의 glycosidic bond는 ester bond와 

함께 라디칼 반응에 의해 끊어진다. 그 결과 채소의 조직이 연해진다. 그러나 냉동상태 하에서 감

마선 조사를 하면 리라디칼과 방사선 분해산물의 생성이 억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Furuta et 

al., 1992; Raffi and Agnel, 1983). 한 자 미경 상에서 형태학 으로 찰했을 때, -70℃로 냉

동된 김치의 세포구조가 -20℃냉동보다 괴가 덜 되었다고 보고되었다(Yang et al., 2003). 본 실

험의 결과는 이러한 보고들에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김치의 연화 상을 완화시

키기 한 방법으로 -70℃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능평가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장  능평가 결과를 Table 1-79에 

나타내었다. 앞선 실험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의 능  품질은 감소하 다. 그러나 냉

동조건 하에서 감마선 조사는 이러한 김치의 품질 하를 막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그 뿐만 아

니라 -70℃에서 조사된 김치의 능  품질은 비조사 조구와 유사하 다. 30일의 장 기간  

비조사 조구의 능  품질은 감마선 조사된 시료들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다. 반면 -70℃에서 

조사된 김치의 능  품질은 모든 김치시료들 보다 더 우수했다. 이는 냉동조건 하에서 방사선 

조사된 채소는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고, 물리 , 능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Farkas, 1987; 

Niemira et al., 2002; Valdivia et al., 2002)는 선행보고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ectron Spin Resonance (ESR) 측정 

   조사온도 감소에 의한 능품질 하 완화 효과가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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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향인지를 확인하기 해 다양한 온도로 조사된 김치의 ESR 스펙트럼과 signal 강도를 

측정하 고 그 결과를 Fig. 1-15, 1-16에 나타냈다.

Table 1-78.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hardnes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1972±67a1)A2) 1395±48aB 942±32cC 617±39cD

20℃ 1186±42dA 994±27eB 845±22dC 639±25cD

-20℃ 1247±51cdA 1026±43dB 961±49cBC 796±44bD

-70℃ 1528±65bA 1284±47bB 1123±51aC 958±39aD

-178℃ 1349±53cA 1145±52cB 1018±46bC 872±48abD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79.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sensory qual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Irradiation temperatur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trol  6.9±0.4a1) 6.9±0.6a 6.6±0.5a 6.8±0.4a 6.8±0.5a

20℃ 6.3±0.5
a

5.6±0.4
b

5.2±0.3
b

5.6±0.4
b

5.1±0.3
b

-20℃ 6.5±0.3a 5.9±0.4ab 5.9±0.4ab 5.9±0.5ab 5.6±0.4b

-70℃ 6.7±0.4
a

6.5±0.3
a

6.5±0.5
a

6.7±0.6
a

6.6±0.3
a

-178℃ 6.6±0.3
a

6.2±0.5
a

6.1±0.4
a

6.2±0.3
a

6.2±0.3
ab

10

Control 6.7±0.4
a

5.9±0.3
a

1.5±0.2
b

1.8±0.2
c

1.7±0.3
c

20℃ 5.1±0.4
b

5.1±0.6
a

5.3±0.5
a

5.5±0.4
b

5.4±0.4
b

-20℃ 5.8±0.5ab 5.3±0.4a 5.7±0.4a 5.8±0.5ab 5.7±0.5ab

-70℃ 6.4±0.3a 5.8±0.4a 6.2±0.6a 6.4±0.4a 6.3±0.4a

-178℃ 6.2±0.6a 5.5±0.5a 5.9±0.4a 6.1±0.5a 5.8±0.5a

20

Control 6.3±0.3a 4.7±0.4a 1.4±0.3c 1.4±0.2c 1.5±0.2c

20℃ 4.6±0.5b 4.9±0.3a 5.1±0.5b 5.1±0.4b 5.2±0.3b

-20℃ 5.2±0.6
ab

5.1±0.5
a

5.5±0.4
ab

5.4±0.5
ab

5.4±0.5
ab

-70℃ 6.1±0.4
a

5.6±0.5
a

6.4±0.6
a

6.5±0.6
a

6.5±0.4
a

-178℃ 5.7±0.5
a

5.3±0.4
a

5.6±0.3
a

5.9±0.5
a

5.6±0.4
a

30

Control 6.1±0.6
a

4.1±0.3
b

1.1±0.3
c

1.2±0.3
c

1.2±0.2
c

20℃ 4.2±0.5
b

4.5±0.5
ab

4.9±0.5
b

4.7±0.4
b

4.8±0.4
b

-20℃ 4.9±0.4b 4.7±0.5a 5.1±0.4b 5.4±0.5ab 5.1±0.5ab

-70℃ 5.8±0.4a 5.4±0.4a 6.3±0.3a 6.2±0.6a 6.3±0.6a

-178℃ 5.3±0.5ab 5.1±0.5a 5.4±0.4b 5.7±0.4a 5.3±0.5a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조사온도와 선량이 낮을수록 ESR signal 강도는 감소했다. 이 결과에 따라 조사선량에 따라 발생

되는 자유라디칼의 양이 달라지며 조사온도가 낮을수록 자유라디칼의 생성이 해되어 화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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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한 김치의 능  품질과 경도의 변화가 감소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물은 이온화 방사

선에 의해 야기되는 화학변화에 요한 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수분의 방사선 분해산물들이 

화학변화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순수한 물이 방사선 조사될 때, 다량의 

aqueous electrons, hydroxyl radical, hydroperoxyl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들이 생성되

나 냉동상태에서 수분의 방사선 분해인자들의 반응은 차단되고, 그 결과 각각의 성분들은 자유로

운 결합이 불가능해진다고 하 다. 한 본 실험은 자유수가 액체형태를 가질 때 자유라디칼과 

이온의 분산이 활발해지고 냉동(결정형) 는 제한 (건조형태)일 때 자유수의 분산은 억제된다는 

보고(Raffi and Agnel, 1983)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15. ESR spectrum of Kimchi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temperature. a, room 

temperature; b, -20℃; c, -70℃; d,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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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Determination of ESR signal intensity of Kimchi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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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식품첨가물에 의한 능  품질 개선 효과

   비타민 C 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김치에 한 비타민 C의 최  첨가량 결정을 해 비타민 C를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1-80) 김치의 색상, 맛, 풍미  종합  기호도에서 비타민 C를 

0.3% 첨가할 경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시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비타민 C의 최  첨가량은 0.3%로 설정하 다. 

Table 1-80.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with various concentrates of vitamin 

C (%)

Concentrate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6.9±0.3
a1)

7.0±0.5
a

6.8±0.4
a

6.9±0.4
a

0.1 6.8±0.6
a

6.8±0.4
a

6.8±0.5
a

6.8±0.6
a

0.2 6.7±0.5
a

6.8±0.3
a

6.8±0.3
a

6.8±0.5
a

0.3 6.8±0.4
a

6.9±0.5
a

6.7±0.6
a

6.8±0.5
a

0.5 6.7±0.5
a

6.5±0.2
a

6.8±0.4
a

6.4±0.3
a

0.7 6.8±0.2
a

5.8±0.4
b

6.6±0.3
a

6.0±0.5
ab

1.0 6.6±0.3
a

4.9±0.3
c

6.6±0.2
a

5.1±0.4
b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김치에 비타민 C를 0.3% 첨가한 후 상기에서와 같이 최  병용처리 조건으로 확인된 질소치

환-가열-냉동감마선조사 처리후 장 기간  경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81에 나타내었

다. 시료들의 기 경도는 비조사 조구 〉비타민 C첨가 감마선 조사구 〉감마선 단독 조사구 

순서 으며, 30일 장 후 비조사 조구의 경도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격하게 감소하 다. 일

반 으로 식품에 첨가된 항산화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과 식품 내 성분들 

간에 경쟁 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첨가된 비타민 C는 천연항산화제

로써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마선에 의한 김치 

조직의 연화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었다. 즉 비타민 C의 첨가는 방사

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식품 내 산화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김치 조직의 경

도 하를 해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비타민 C 0.3%의 첨가는 25 kGy로 감마선 조사

된 김치의 경도 감소 완화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81. Effect of vitamin C (0.3%) on the hardnes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during storage at 35
o
C

day Control3) Unadded4) Vitamin C

0 2136±94a1)A2) 1165±46aC 1359±41aB

30 931±61bA 429±32bC 512±37bB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ion kimchi. 
4)Unadded : unadded vitamin C but irradiated at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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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염 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김치에 칼슘염을 첨가하기 한 최  칼슘염 종류 선별  첨가량 결정을 해 각각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를 0.01%에서 0.03% 까지 첨가한 후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Table 1-82) calcium lactate가 다른 칼슘염 에 비해 능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김치에 첨가하기 한 칼슘염의 최  첨가량은 칼슘종류에 계없이 0.01%까

지는 능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02% 이상 첨가할 경우 능  품

질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하 실험은 종류에 계없이 칼슘염을 0.01% 첨가하는 것으로 고

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1-82.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calcium salts (%)

Sampl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2) 0 6.9±0.6a1) 6.7±0.4a 6.9±0.3a 6.8±0.5a 6.9±0.7a

Calcium

lactate

0.01 6.8±0.4a 6.7±0.7a 6.8±0.6a 6.8±0.4a 6.8±0.5a

0.02 6.7±0.2a 6.8±0.5a 5.2±0.4b 6.4±0.2a 5.1±0.4b

0.03 6.6±0.5a 6.9±0.8a 4.8±0.2b 6.3±0.3a 4.7±0.2b

CON 0 6.9±0.6a 6.7±0.4a 6.9±0.7a 6.8±0.5a 6.9±0.7a

Calcium

acetate

0.01 6.6±0.4a 6.7±0.8a 6.5±0.5a 6.6±0.7a 6.5±0.3a

0.02 6.4±0.6a 6.6±0.3a 4.9±0.2b 6.4±0.4a 4.8±0.2b

0.03 6.4±0.3a 6.8±0.6a 4.4±0.4b 6.1±0.3a 4.3±0.3b

CON 0 6.9±0.6a 6.7±0.4a 6.9±0.3a 6.8±0.5a 6.9±0.5a

Calcium 

chloride

0.01 6.7±0.8a 6.6±0.6a 6.2±0.5a 6.6±0.6a 6.3±0.6a

0.02 6.6±0.5a 6.8±0.3a 4.5±0.3b 6.4±0.4a 4.4±0.3b

0.03 6.5±0.4a 6.7±0.7a 4.1±0.4b 6.4±0.7a 4.1±0.4b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CON : unadded kimchi. 

   칼슘염 종류별 김치의 경도

   김치에 3종의 칼슘염을 각각 0.01% 첨가한 후 상기에서와 같이 최  병용처리 조건으로 확인

된 질소치환-가열-냉동감마선조사 처리후 장 기간  경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83에 

나타냈다. 김치의 경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 으나 칼슘 첨가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도의 순서는 감마선 비조사 조구 〉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 > 무첨가구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장 30일 장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경

도가 감소하 으나, 무첨가 조구의 경도는 다른 처리구들과 비교할 때 격하게 감소하 다. 한

편, calcium lactate 첨가구의 경도는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가 첨가된 김치의 경도 보

다 더 높았다. 이는 김치의 경도는 pectin과 같은 세포벽 내 polysaccharides와 한 련이 있

으며, calcium lactate로부터 용해된 calcium 이온은 pectin과 결합하여 조직의 경도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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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Magee et al. (2003)의 1% calcium chloride 는 

2% calcium lactate 용액에 로만토마토 조각을 담갔을 때 조직이 강화되고, 수용성 pectin이 감소

했다는 보고와 Gunes et al. (2001)의 얇게 자른 사과를 calcium용액에 담갔을 때 경도가 증가했

다는 보고, 그리고 Fan et al. (2005)은 방사선 조사  장  얇게 자른 과일이 연화되었지만 

calcium acetate 처리에 의해 장  경도 감소를 일 수 있었다는 보고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lcium lactate 처리는 방사선 향으로부터 김치조직의 연화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83. Hardnes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and added with various calcium salt 

during storage at 35℃

Day Control3)
0% 0.01%

Unadded4)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

0 1953±94a1)A2) 976±46aD 1326±59aB 1085±41aC 1265±53aB

30 849±38bA 361±32bD 814±31bA 636±27bC 773±36bAB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ed Kimchi.
4)Unadded : unadded with calcium salt and irradiated at 25 kGy.

   (바) 칼슘염 첨가에 따른 능  품질 변화

   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를 각각 0.01% 첨가한 김치의 기, 30일간

의 장 후 능  품질평가 결과를 Table 1-84에 나타냈다. 칼슘염을 첨가한 후 질소치환-가열-

냉동감마선조사 처리한 김치의 기 능  품질평가 결과 calcium lactate가 첨가된 김치의 조직, 

맛, 체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칼슘이 첨가되지 않은 실험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p〈0.05). 한편, 30일 장 후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 calcium lactate 첨가 김치와 비

조사구의 조직감에 있어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lcium lactate 첨가 김치의 

조직감이 무첨가 실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alcium lactate 0.01%의 첨가는 장 

기간에 따른 김치의 연화 상을 억제하여 조직감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한 30일 장 후 비조사구의 체 인 기호도는 신맛으로 인해 낮게 평가된 반면 calcium 

lactate 0.01% 첨가된 김치의 체 인 기호도는 30일의 장 후 거의 감소되지 않았으며 사용된 

칼슘염들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칼슘첨가에 의한 채소류의 경도 증가에 한 몇몇 보고들에 

따르면 calcium lactate 처리된 채소류의 경도는 calcium chloride가 첨가된 채소류 보다 더 강했

다고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칼슘염들의 첨가 후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채소류의 

조직연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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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4.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and added with various 

calcium salt (0.01%) during storage at 35℃

Day Sample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nce

0

Control
2)

6.9±0.7
a1)

6.7±0.6
a

6.7±0.8
a

Unadded3) 4.3±0.2c 4.3±0.3c 4.6±0.4b

Calcium lactate 6.1±0.5a 6.2±0.6a 6.1±0.5a

Calcium acetate 5.2±0.4b 5.5±0.5b 5.6±0.3ab

Calcium chloride 5.7±0.6ab 5.7±0.6ab 5.9±0.6a

30

Control 5.2±0.5a 2.3±0.2c 2.1±0.2c

Unadded 3.1±0.2c 4.4±0.5b 4.5±0.3b

Calcium lactate 4.8±0.6a 5.8±0.6a 5.9±0.7a

Calcium acetate 3.7±0.3b 5.1±0.4ab 5.3±0.5a

Calcium chloride 4.4±0.4ab 5.3±0.5a 5.4±0.6a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CON : Non-irradiated Kimchi.
3)

Unadded : unadded with calcium salt and irradiated at 25 kGy.

   비타민 C  칼슘염 혼합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비타민 C와 칼슘이 첨가된 김치의 경도 변화

   상기에서 확인된 최  첨가조건에 따라 비타민 C 0.3%와 calcium lactate 0.01%를 첨가한 후 

질소치환포장-가열-냉동 감마선조사 처리된 김치의 30일 장기간  경도 변화를 Table 1-85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직후 기 경도는 비조사구 〉비타민 C  calcium lactate 첨가구 > 무

첨가구 순으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p〈 0.05). 한편, 30일의 장기간 동안 비조사구의 경도는 

지속 인 발효  산도 증가로 인해 격히 감소하 으나 감마선 병용처리된 실험구들의 경도의 

경우 감소폭이 었다. 그러나 감마선 병용처리된 실험구들 에서 비타민 C와 calcium lactate가 

첨가된 실험구의 기 경도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30일 장 후에도 비타민 C와 calcium 

lactate 첨가구의 경도가 비조사구 는 무첨가구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한, 비타민 C 는 칼

슘염을 단독으로 첨가했을 때 보다 비타민 C와 칼슘염을 혼합처리할 경우 경도개선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기 되었다. 일반 으로 식물 조직의 연화는 pectinmethylesterase에 의해 세포내 

pectin의 부분 인 demethylation 때문에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calcium lactate의 첨가는 

칼슘염이 "egg box" 겔 구조 안에서 부분 으로 탈메틸화된 pectin들과 이가 결합을 형성하여 식

물조직의 경도를 강화시켜 다는 보고(MeFeeters et al., 1991)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편, 식품 내 산화반응을 억제하는 항산화제의 효과는 잘 연구되어 있으며 식품에 첨가된 항산화

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과 식품 내 성분들 간에 경쟁 으로 반응한다고 보

고되었다. 이러한 선행 보고들을 토 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비타민 C의 첨가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식품 내 산화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김치 조직의 경도 하를 

해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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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5. Hardness of Kimchi added with vitamin C, calcium lactate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at -70℃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

 o
C (days)

0 10 20 30

Control3)   1832±67a1)A2) 1574±51aB 968±49aC 683±32bD

Unadded
4)

1183±48
cA

957±34
cB

824±28
bC

749±37
bD

Added
5)

1558±52
bA

1326±57
bB

1037±62
aC

931±48
aD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ed Kimchi. 
4)

Unadded : unadded with vitamin C and calcium lactate.
5)Added : added with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리카색소  김치향 첨가가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

   식품의 색도는 체 인 기호도에 향을 주는 주된 요소  하나이다. 따라서 기호도 증진을 

목 으로 방사선에 의한 식품의 탈색을 보완하기 해 천연색소를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붉은색을 부여할 수 있는 천연색소에는 코치닐, 드비트, 홍국색소, 양배추, 리카색소 등이 

있는데 이  리카색소가 김치의 색과 맛에 가장 합할 것으로 단하여 리카색소를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86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

의 색,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리카색소를 0.2% 첨가할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다. 따라서 이하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김치의 탈색반응을 효과 으로 보완하기 

해 리카색소 0.2%를 첨가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Table 1-86.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paprika extract 

(%)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5.2±0.3b1) 6.7±0.4a 6.7±0.6a 6.2±0.5ab

0.1 5.6±0.5ab 6.3±0.5a 6.5±0.4a 5.4±0.4b

0.2 6.8±0.7a 6.1±0.5a 6.6±0.5a 6.6±0.6a

0.3 6.4±0.5a 4.8±0.4b 6.6±0.6a 4.6±0.3c

0.5 5.4±0.4b 3.2±0.3c 6.4±0.4a 3.4±0.4d

0.7 4.2±0.6c 3.0±0.4c 6.4±0.7a 3.0±0.4de

1.0 3.8±0.3c 2.8±0.2c 5.8±0.3a 2.6±0.2e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리카색소 첨가에 의한 김치의 색도 변화

   리카색소 0.2%를 첨가하여 질소치환포장-가열-냉동방사선 조사된 김치의 색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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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Table 1-87에 나타내었다. 장 기 리카색소가 첨가된 실험구의 색도는 

비조사구  리카색소 비첨가구 보다 높았다. 그러나 30일의 장 기간  비조사구  

리카색소 비첨가구의 색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반면 리카색소가 첨가된 실험구의 경우 

색도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리카색소 첨가 김치의 30일 경과 후 색도는 

비조사구의 색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을 조사한 김치의 경우 조사

선량에 의존 으로 김치 본래의 색인 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Kim et al., 2006; 

Song et al., 2004)와 일치하 다. 한편, Kim et al. (2001)은 고춧가루 신에 리카를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 을 때, 김치의 매운맛을 이고 색이 강화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우주김치의 개발을 목 으로 실시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김치의 탈

색을 방지하기 한 리카색소의 사용이 능  품질 개선에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87. Redness of Kimchi added with paprika extract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at -70℃ during storage at 3

5℃

Sample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3)

  31.72±0.08
b1)A2)

30.45±0.06
bB

29.63±0.04
bC

28.74±0.05
bD

Unadded
4)

31.58±0.06
bA

30.24±0.09
cB

29.37±0.03
cC

27.65±0.03
cD

Added5) 33.28±0.11aA 32.62±0.05aB 31.41±0.06aD 32.17±0.07aC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ed Kimchi. 
4)Unadded :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frozen at -70℃,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5)Added : added with oleoresin paprika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frozen at -70℃,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사) 김치향의 최  첨가량 결정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는 식품 내 향기성분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풍미에 한 기호

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능  품질의 하를 개선하기 한 방

법으로 김치향을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 으며 최  첨가량 결정을 한 능평가 결과를 

Table 1-88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의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0.2% 첨가할 경우 모든 항

목에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주김치개발을 한 풍미증진의 방안으

로 김치향 0.2%를 첨가함으로써 방사선을 조사에 따라 생성되는 이취를 효율 으로 마스킹 하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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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8.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artificial Kimchi 

flavor (%)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6.5±0.6
a1)

6.5±0.3
a

6.2±0.5
a

6.4±0.3
a

0.1 6.6±0.4a 6.6±0.5a 6.4±0.3a 6.5±0.5a

0.2 6.6±0.5a 6.9±0.4a 6.8±0.6a 6.9±0.5a

0.3 6.5±0.5a 5.7±0.3ab 6.5±0.5a 6.4±0.4a

0.5 6.4±0.3
a

5.8±0.5
ab

6.3±0.4
a

5.7±0.3
ab

0.7 6.4±0.4
a

5.0±0.5
b

6.1±0.5
a

5.0±0.4
b

1.0 6.2±0.5
a

4.0±0.2
c

5.8±0.3
a

4.2±0.2
c

1)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아) 우주김치 최종제품 제조  품질평가

   본 연구에서는 우주김치 개발을 목 으로 멸균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사용하 으나 감마

선 조사에 의해 하된 능  품질을 개선하기 한 여러 가지 식품가공기술을 도입한 병용처리

기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앞선 연구결과를 토 로 방사선 조사기술  능품질 개선을 

해 다양한 병용처리기술을 조합한 우주김치 최종 제조공정도를 Fig. 1-17에 나타냈다. 즉, 숙성 

기의 김치에 리카추출액 0.2%, 김치향 0.2%, 비타민 C 0.3%, calcium lactate 0.01%를 각각 

첨가한 후 질소치환 포장한 다음 포장된 김치를 60℃ 온수에 30분간 담그고 deep-freezer에서 3일

간 냉동시켜 드라이아이스를 채운 상자에 넣은 후 25 kGy의 흡수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우

주김치를 제조하 다. 최종 공정에 의해 제조된 우주김치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비처리 

조구와 능품질 비교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1-89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우주김치의 

기 능  품질은 비처리 조구와 유사하 으나 35℃에서 장 기간에 따라 비처리 조구의 

능  품질은 하되는 반면 우주김치의 능  품질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처리 조

구의 경우 35℃에서 10일이 경과한 후 능  품질이 격하게 하하 고 이는 지속 인 김치 

내 미생물의 발육에 의해 산미, 조직의 연화 상 등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

나 우주김치의 경우 35℃에서 30일간 장 후에도 능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감마선조사  병용처리에 의해 우주김치 내 미생물이 멸균되었으며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에 

의해 능품질이 개선되고 유지되었다고 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병용처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김치조직의 연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소  하나인 다양한 효소들을 불활성 시키지는 못하

으며 향후 생화학 인 기술들을 목시켜 능  품질이 더 우수한 우주김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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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ly fermented Kimchi

(pH: about 4.5, acidity : about 0.3%)

↓
Adding the additives

(Kimchi flavor: 0.2%, Oleoresin paprika: 0.2%, 

Vitamin C: 0.3%, Calcium lactate: 10ppm)

↓
Nitrogen gas (Vacuum) packaging

↓
Heating at 60℃ for 30min

↓
Quick freezing at -70℃

↓
Gamma irradiation under frozen temperature

(in dry ice packaging)

 Fig. 1-17. Manufacturing processes of space Kimchi.

Table 1-89. Comparison of space Kimchi with the non-treated Kimchi in sensory quality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Sample

Sensory quality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

2)
6.7±0.6

a1)
6.8±0.5

a
6.9±0.9

a
6.9±0.5

a

Space Kimchi
3)

6.9±0.5
a

6.7±0.7
a

6.9±0.5
a

6.8±0.8
a

10
CON 6.4±0.4

ab
1.8±0.1

b
2.1±0.3

b
1.7±0.2

b

Space Kimchi 6.7±0.3
a

6.5±0.3
a

6.6±0.4
a

6.5±0.7
a

20
CON 6.5±0.6

a
1.4±0.2

b
1.8±0.2

b
1.4±0.2

b

Space Kimchi 6.4±0.4
a

6.2±0.6
a

6.5±0.3
a

6.2±0.4
a

30
CON 6.1±0.6

a
1.1±0.1

c
1.2±0.2

c
1.2±0.2

c

Space Kimchi 6.5±0.8
a

6.3±0.4
a

6.5±0.3
a

6.3±0.7
a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CON : non-treated Kimchi. 
3)Space Kimchi : Kimchi was added with oleoresin paprika 0.2%, artificial Kimchi flavor 0.2%,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and treat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under frozen temperature at -70℃.

 라. 감마선 이용 분질 식품의 가공 성 개선 연구

  (1) 감마선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 기  규명  억제 기술 개발

   (가) 모델 수용액을 이용한 비효소  갈변반응 평가   

   비아민 체계

   Table 1-90은 1.0 M 농도로 제조한 각각의 당 용액(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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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binose)의 감마선 조사 후 284 nm와 420 nm에서의 흡 도를 나타낸다. 420 nm에서 측정한 

감마선 조사된 당 용액의 갈변도는 비조사구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나 284 nm에서의 흡 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 다. 이러한 UV 역의 흡 도 증가는 조사에 의해 생성된 당 분해산

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당  아미노산 단독 용액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색이 변하지 않았다. 

Table 1-90. Absorbance at 284 nm and 420 nm of the sugar solutions (1.0 M) after 
gamma-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30 SEMA

A284 (Dil 1/10)

Sucrose 0.000dB 0.202c 0.292b 0.313a 0.0061

Glucose 0.000d 0.490c 0.852b 1.038a 0.0292

Fructose 0.000d 0.192c 0.308b 0.376a 0.0150

Xylose 0.000d 0.100c 0.128b 0.164a 0.0032

Arabinose 0.000d 0.005c 0.009b 0.122a 0.0081

A420

Sucrose 0.000b 0.002ab 0.002ab 0.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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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b 0.001b 0.002ab 0.001a 0.0005

Arabinose 0.000b 0.003a 0.002a 0.004a 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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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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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변화

   Table 1-91는 감마선 조사된 당 용액의 환원력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DNSA 방법

에 의해 환원력을 측정하 는데, xylose와 arabinose의 환원력은 측정되지 않았다. 비환원당인 

sucrose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생성되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비환원당인 sucrose와 분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생성되는 것은 이미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래디컬들은 분 혹은 이

당류의 glucose의 C1 치의 glycosidic linkage의 분열을 일으켜 결과 으로 이러한 radiolytic 

end products가 환원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다른 환원당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

해 환원력이 감소하 는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당이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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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Ferrer et al., 2002)  caramelization 반응의 표  간생성물이다.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된 당용액에는 5-HMF  2-F 가 검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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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Changes of the reducing level (%) in the sugar solutions (1.0 M) after 

gamma-irradiationA

Irradiation does (kGy)

0 10 20 30 SEMB

Sucrose 0.00c
C

1.06b 1.61ab 2.06a 0.236

Glucose 18.44 18.40 18.28 18.17 0.271

Fructose 18.03a 17.59a 17.15ab 16.55b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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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C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 당-아민 갈변반응

   갈변도

   감마선 조사된 당(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용액과 lysine 용액의 284 

nm와 420 nm의 흡 도를 각각 Fig. 1-18과 1-19에 나타내었다. 비효소  갈변반응은 일반 으

로 기, 기, 최종의 3 단계로 분류된다. 즉, 기단계는 당  아미노산의 합반응이 일어

나는 단계로 자외선 역과 가시 선 역 모두에서 흡 도가 증가되지 않으며, 기단계는 색

의 증가가 찰되지 않아 가시 선 역의 흡 도가 증가하지 않지만, 당  아미노산의 분해

산물 생성으로 자외선 역에서의 흡 도가 증가되고, 최종단계는 착색화합물이 생성되어 가시

선 역에서의 흡 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모든 당  lysine 용액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284 nm에서의 흡 도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자외선 장에서의 

흡 도 증가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당  lysine의 분해 산물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당  lysine 용액의 420 nm에서 흡 도는 30 kGy 조사구에서도 비조사구와 유의 으

로 증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당-아미노산의 갈변도 증가는 감마선 조사가 

가열처리에 의한 갈변반응(Maillard reaction)과 유사한 비효소  갈변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

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반응은 조사 식품의 색에도 향을  것이다. Table 1-92은 감마

선 조사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속도를 나타낸다. 감마선 조사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

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되었다: sucrose>xylose>fructose>arabinose>glucose.

Table 1-92. Intermediate reaction rate and browning rate of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A after irradiation

Intermediate reaction rate

(A284 nm/kGy, r2)

Browning rate

(A420 nm/kGy,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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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2
: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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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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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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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변화

   Table 1-93는 감마선 조사 후 당-아미노산 용액의 당 함량  당 감소량을 나타내었다. 조

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당 함량은 감소되었다. 당-아미노산 용액이 30 kGy 로 조사되었을 때, 

glucose, fructose, sucrose, xylose  arabinose 감소량은 각각 16.8, 11.3, 10.4, 9.5, 6.7 %이었

다. 이러한 당 함량 감소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당 괴  다른 화합물과의 결합에 의한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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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fural 화합물

   감마선 조사된 당-아미노산 용액에서 5-HMF와 2-F등의 furfural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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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93. Remaining sugar (mg/ml) of the sugar-amino acid solutionsA after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30 SEMB

Sucrose 16.99a 16.25b 16.06b 15.50c 15.15c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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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ctose 8.93a 8.52ab 8.40ab 8.18c 7.92c 0.238

Xylose 7.40a 7.13ab 7.13ab 6.88ab 6.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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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g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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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EM: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n=15). 

   방사선 조사와 열처리 비교

   Table 1-94는 조사와 열처리된 용액에서의 흡 도, 당 손실  환원당 함량 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변도는 감마선 조사된 당-아민 용액과 가열 처리된 당-아

민용액과 당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비환원당인 sucrose와 lysine 혼합용액은 가열처리(80℃, 

4시간) 후 갈변 상이 찰되지 않았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갈변도가 증가하 다. 이러

한 갈변 상은 조사에 의해 다당류의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고 cabonyl과 amino 화합물

이 결합하여 착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가열처리된 sucrose 용액은 환원

력이 변화되지 않은 반면, 감마선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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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변도는 xylose>fructose, 

arabinose, glucose>sucrose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자는 가열처리에 의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가 aldopentoses>aldoheoxose> ketoheoxose>disaccaride이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당

의 종류에 따른 갈변도의 차이는 반응 온도 등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당류, ketohexose  오탄당이 aldohexose 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성

이 높았으나 다양한 환경 요인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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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4. A comparison of the absorbance at 284 and 420 nm, sugar loss, and reducing 
level of the sugar between the irradiated and heated solutions

A

Kinds of sugar

Sucrose Glucose Fructose Xylose Arabinose

A284 (Dil 1/10)

IrradiationC 1.016a 0.698b 0.896ab 0.947ab 0.892ab

HeatD 0.007c 1.053a 0.387bc 0.318bc 0.621b

A420

Irradiation 0.111a 0.0390b 0.089ab 0.064ab 0.086ab

Heat 0.002b 1.891ab 2.425ab 4.250a 2.498ab

Sugar loss (%)

Irradiation 10.79ab 16.57a 11.20ab 9.30ab 6.69b

Heat 3.92b 44.02a 51.22a 50.07a 24.33ab

Reducing level of sugar (%)

Irradiation 2.06c 18.17a 16.55b

Heat 0.004c 18.07a 17.3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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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radiation: the solutions were irradiated at 30 kGy at room temperature.
DHeat: the solutions were incubated for 4 hours at 80℃.

   pH의 효과

   갈변도

   Fig. 1-20은 기 pH를 4.0에서 10.0까지로 조 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 용액  당

-glycine 용액을 30 kGy로 조사한 후 420 nm에서 측정한 갈변도를 나타낸다. 완충용액으로 제

조한 당 용액의 조사 후 갈변도는 pH가 높아질수록 증가하 고 pH 10에서 최 값을 나타냈

다.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glycine 용액의 경우 pH 8.0까지는 기 pH가 증가할수록 갈변도

가 증가하 으나 pH 10.0에서는 감소하 다. 당 용액  당-glycine 용액의 조사 후 갈변용액

의 갈변도는 증류수보다 완충용액 특히 알칼리 pH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열처리에 의한 

당  당-아미노산 용액의 갈변도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비록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변반응이 가열처리에 의한 갈변반응(Maillard 반응  caramelizatio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이들 반응이 서로 같은 기작에 의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감마선 조

사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당  당-glycine 용액의 갈변도는 sucrose≧fructose>glucose의 순

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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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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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선과 같은 이온화 에 지가 식품  용액과 같은 피조사체를 지날 때 에 지가 흡수되고 

피조사체의 구성 원자  분자는 이온화 혹은 들뜬 상태가 된다. 수용액 상태의 pH는 감마선 

조사에 향을 다. 주로 산성 상태에서는 수용성 자(aqueous electron, eaq
-
)가 소멸되는 반

면, 알칼리성 상태에서는 형성된다(Brewer, 2004). 수용성 자(eaq
-), 수산화 래디컬(․OH), 수

소 원자(․H), 과산화 음이온 래디컬(․O2
-
)과 같은 물의 기 방사선 분해산물은 피조사체의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 앞서 언 했듯이, pH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학 반응 뿐만 아니라 

비효소  갈변반응에도 유의 인 향을 미친다. 그들은 알칼리 상태에서 당은 3-carbon과 같

은 이온 간산물과 축합 반응하여 고분자 착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평가하 다. 

Maillard 반응에서 당과 아미노그룹의 반응성은 pH의 향을 크게 받는다. pH가 높을수록 당

과 아미노산은 각각 열린 구조형태와 양 이온화되어 반응성이 높은 형태로 환된다.

   방사선 용액의 총 반응생성물

   방사선 조사된 당  당-아미노산 용액에서 착색  무색의 비효소  갈변반응산물의 변화

를 HPLC-DA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 1-21와 1-22에서와 같이 세 개의 주 peak(a, b  

c)가 각각 3.37±0.04, 4.60±0.02, 2.53±0.26 분에 분리되었으며 이들의 λmax값은 259-288nm이었

다. 이 peak들은 방사선 조사  갈변반응 즉, 당 는 아미노산의 분해  분열에 의한 간

산물로 UV 역에서 높은 흡 도를 나타냈다. Tables 1-95과 1-96은 방사선 조사된 당  당

-glycine 용액의 chromatogram에서 나타난 peak a, b, 와 c의 면 을 나타내었다. Peak a는 감

마선 조사된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모든 당  당-glycine용액에서 검출되었으며 반응 기 pH

가 증가할수록 면 이 증가하 다. Peak b는 조사된 모든 당  당-glycine 용액(증류수  완

충용액)에서 분리되었고 peak c는 증류수에서 제조한 감마선 조사된 당  당-glycine 용액과 

pH 10 완충용액으로 제조한 감마선 조사된 당-glycine 용액에서 검출되었다. 260 nm에서 찰

한 세 peak의 넓이의 합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420 nm에서 흡 도는 비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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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반응에서 생성된 착색화합물의 생성 지표이다. 조사된 당  당-glycine 용액의 420 nm 

HPLC chromatogram의 주요 세 peak의 넓이의 합과 당  당-glycine 용액의 갈변도의 상

계를 평가하 으나 유의 인 상 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분리가 

되지 않아 넓게 퍼진 형태의 peak는 찰되지 않았지만 착색 화합물의 분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Maillard 반응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산물을 생성하여 혼합

해 있다. HPLC-DAD는 성분 분석을 해 일반 으로 사용되지만 비효소  갈변반응 산물은 

극성  분자량이 매우 폭 넓게 분포되어 있고 수많은 무색 혹은 착색 화합들이 섞여 있기 때

문에 잘 분리되지 않는다. 한 간 산물인 amadori 화합물과 본래 당 화합물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여 같은 시간 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분리된 세 개의 peak(a, b, 

c)는 melanoidin 이나 amadori 화합물과 같은 비효소  갈변반응산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효소  갈변반응산물을 분리 검출할 수 있는 

다른 분석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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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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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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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m: the sum of three peak areas.
BBelow limit of detection.
C
The sugar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DThe sugar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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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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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elow limit of detection
CThe sugar-glycine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D
The sugar-glycine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비효소  갈변 반응에서 용매의 향

   Table 1-97는 증류수로 제조한 당 용액  당-glycine 용액을 30 kGy로 조사한 후 420 nm

에서 측정한 갈변도를 나타낸다. 완충 용액으로 제조한 당 용액을 조사했을 때(Fig. 1-22)와는 

달리 증류수로 제조한 당 용액은 조사에 의해 갈변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완충 용액

(특히 알칼리 용액)과 증류수에서 당 용액의 상반된 결과는 추가 인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된 당  당-glycine 용액의 갈변은 증류수 보다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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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된다. 비효소  갈변반응은 pH에 크게 의존하므로 반응  pH 유지는 매우 요한다. 그러

나 Table 1-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당-glycine 용액의 pH는 조사 동안에 변한다. 당 용

액이 조사될 때, pH 값은 gluconic acid, glyceric acid, deoxyketoheonic acid, 2-deoxygluconic 

acid와 같은 sugar acid가 생성되면서 감소된다. Maillard 반응 동안에 sugar isomer와 formic 

acid와 acetic acid와 같은 유기산이 생성되어 pH가 감소된다. 이러한 반응  pH 감소 상

(불균일한 pH)은 비효소  갈변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증류수 상

에서는 pH가 1.58-2.03만큼 감소하 으나 완충용액을 사용하 을 때 pH가 0.03-0.56만큼 감소

하여 pH를 유지하는데 효과 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 했듯이 완충용액에 포함된 염을 비롯한 

다른 이온들이 반응에 향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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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7. The brown color development measured at 420 nm of the sugar solutions 
irradiated at 30 kGy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with and without glycine

Sugar type

Glucose Fructose Sucrose

Without glycine 0.002 0.005 0.010

With glycine 0.027 0.035 0.046

Table 1-98. The pH changes of sugar solutions with and without glycine after 
gamma-irradiation at 30 kGy

Initial

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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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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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 sugar solutions in buffer of pH values ranging from 4.0 to 10.0.
B
The sugar solutions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나) 모델 수용액상에서 감마선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구조

   본 연구에서 glucose-glycine 용액을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생성되는 갈변 원인물질(갈변 반

응생성물)인 melanoidin의 원소 구성비와 구조를 분석하 다. Table 1-99은 microanalysis 결과

에서 산출된 원소구성비를 나타낸다. Glucose-glycine 모델 수용액을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생

성되는 고분자 melanoidin(MW>12,000-14,000)과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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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melanoidin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고분자일수록 melanoidin의 

C/N 값이 감소하 다. 가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C/N 값은 7.0-20.0로 보고되어

있다. Microanalysis 결과(Table 1-98)로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은 가열

처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보다 더 낮은 양의 glycine이 함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Infrared 

spectroscopy(IR) 결과는 melanoidin의 functional group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50 kGy로 조

사된 glucose-glycine 용액에서 분리된 고분자 melanoidin(MW>12,000-14,000)의 FT-IR spectra

를 Fig. 1-23과 Table 1-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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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합은 glucose와 glycine의 비효소  갈변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1H-NMR 

spectra는 IR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1-24). 6.8 분 과 5.2 분에나타난 peak는 각각 C=N

와  C=O 그룹의  H원자에 의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탄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melanoidin의 구조를 Fig. 1-25과 같이 제안하 다. 본 연구결과는 감마선 조사가 가열처리와 

유사한 비효소  갈변반응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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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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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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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 -

Fig.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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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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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4.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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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Proposal for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melanoidin polymer produced by 
gamma irradiation.

   (다) 비효소  carbonyl-amine 갈변반응 억제방안 연구

   조사온도의 향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비효소  갈변 반응은 조사에 의해 glycosidic 결합과 

peptide 결합이 분해되어 carbonyl  amino 화합물과 같은 조사 분해산물 생성되며 이들이 

착색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당-glycine 용액의 갈변은 감마선 

조사되는 동안 뿐 아니라 조사 후 기간에도 진행되었다(Fig. 1-26).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는 

물 래디컬에 의해 생성된 분해산물이 조사 후에도 계속 축합 반응하여 착색화합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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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glucose- glycine 용액을 동결 상태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조사 동안 뿐 아니라 조사 후 기간에도 갈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Fig. 1-27). 물의 

조사 분해산물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 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의 조사시 물의 상

태는 매우 요하다. 순수한 물이 조사될 때 수용성 자(eaq
-
), 수산화 래디컬(․OH), 과산화수

소 래디컬(․H2O2), 과산화 음이온 래디컬(․O2
-)과 같은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화합물들이 생성

된다. 그러나 동결상태에서는 물의 조사 분해 산물이 붙잡  다른 화합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동결 상태에서 조사되었을 때 당의 함량 변화  환원력 생성과 같은 

당의 특성 변화가 게 나타났다(Fig. 1-27~1-28). 비효소  갈변 반응에서 환원당은 반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감마선 조사는 이당류나 분과 같은 비환원당 부분의 C1 

치에 자유 래디컬이 작용하여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어 환원력을 가진 조사 분해산물이 

생성된다(Stewart, 2001; Raffi 등, 1985). 모델 수용액  식품이 동결 상태에서 조사되었을 때 

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성분의 조사 분해가 감소하여 결과 으로 갈변 반응이 억제된다는 것은 

다양한 온도에서 조사한 밥의 ESR spectra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었다(Fig.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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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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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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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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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reducing power (%) production of 
sucrose-glycine solution during gamma-irradiation. 

     room temperature (○), 4℃(■), -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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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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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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용

   밥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밥은 높은 수분활성과 양분으

로 부패하기 쉬운 단 이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밥의 장성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밥의 풍

미, 질감  색과 같은 능  품질이 하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용도가 감소된다. 그러나 

밥을 동결 상태에서 조사하 을 때 조사 직후 뿐 아니라 조사 후 장 기간 동안에도 갈변이 

억제되었다(Table 1-101). 본 연구에서 동결 조사에 의한 갈변 억제는 모델 수용액에서 뿐 아니

라 식품에서도 효과 이었다.

Table 1-101. Effect of irradiation conditions on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A

Storage time
(days)

Dose
(kGy)

Irradiation condition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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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nd control (0 kGy irradiated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BTemperature during gamma-irradiation. CRoom temperature. DStandard error of 
the mean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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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s1) of vegetable, beef, pine 

nut porridges

Porridges
Irradiation dose 

(kGy)
L* a* b* ΔE

2)

Vegetable

 0.0
 2.5
 5.0
 7.5
10.0

     73.94±0.57a

     71.69±0.16
b

     70.61±0.64c

     69.68±0.77d

     69.03±0.25
d

      0.15±0.78d

      1.38±0.11
c

      2.18±0.37b

      2.57±0.43b

      3.27±0.15
a

    21.01±0.45ab

    21.24±0.23
a

    21.11±0.14a

    20.64±0.43bc

    20.25±0.28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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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b

     66.95±1.16b

     67.13±0.48
b

     66.73±0.67b

      1.26±0.42
d

      2.75±0.16c

      3.65±0.35b

      3.99±0.17
b

      4.98±0.50a

    19.31±0.26
c

    19.99±0.46ab

    20.06±0.34a

    19.98±0.26
ab

    19.55±0.41bc

-
 9.24
15.88
16.43
24.92

Pine nut

 0.0
 2.5
 5.0
 7.5
10.0

     82.04±0.29a

     79.59±0.45b

     77.37±0.85
c

     77.64±0.35c

     77.01±0.89c

      1.89±0.17d

      2.73±0.26c

      3.25±0.24
b

      3.50±0.12b

      3.91±0.34a

    18.28±0.28d

    18.91±0.37c

    19.32±0.27
b

    19.75±0.25a

    19.81±0.32a

-
 7.11
24.74
24.11
31.72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2)ΔE: Overall color difference ΔL 2+Δa 2+Δb 2.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시 분말죽의 물성  에 지 도 개선/고열량 유동식 제조 

핵심기술 개발

   (가) 감마선 조사 죽의 색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건조분말 죽의 색도 변화는 Table 1-102와 같다. 선량이 증가할수록 야

채죽, 쇠고기죽, 잣죽의 lightness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red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잣죽의 경우 선량이 증가할수록 yellow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러

한 증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free radical이 carbonyl compound와 amino acid 사이

의 maillard browning 반응을 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런 결과는 다른 연구

자들의 보고와도 일치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죽의 물성 변화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죽의 물성특성치의 변화는 Table 1-103과 같다. 모든 시료에서 감마

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견고성, 조성, 응집성 뿐만 아니라 성이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야채죽의 경우 비조사구의 견고성은 75.6 g을 나타내었으나 10 kGy 조사구

의 경우 38.33 g으로 약 49%의 감소율을 보 으며 쇠고기죽과 잣죽의 견고성 역시 각각 37%, 

42%의 감소를 보 다. 특히, 열량 도 증가에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성은 모든 종류의 

죽에서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성의 하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량의 분이 depolymeriazation되어 분자량의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이

다. 감마선 조사로 인한 야채죽, 쇠고기죽, 잣죽의 성은 10 kGy 조사시 비조사구에 비해 각

각 93%, 71%, 5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즉, 감마선 조사에 의해 죽의 성이 낮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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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형분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고형분 함량의 증 는 죽의 열량 도를 증 시킬 

수 있어 성이 무 높고 열량 도가 낮은 죽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다) 농도에 따른 물성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죽의 물성 특성치가 낮아지는 특징에 착안하여 고형분의 양을 증가시

켜 조구와 유사한 물성을 갖는 농도를 찾고자 하 다. 각 농도에 따른 야채죽과 쇠고기죽의 

물성 변화는 Table 1-104, 1-105와 같이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성 한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야채죽의 경우 비조사구 10% 농도의 성은 -110.2 g․s을 보인 반면 10 kGy 감마선 

조사시에는 14% 농도에서 이와 유사한 값인 -102.7 g․s의 성을 보 다. 쇠고기죽의 경우 

12% 농도에서 비조사구와 유사한 물성특성치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1회 죽 이와 유사한 값

인 -264.8 g․s의 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잣죽의 1회 섭취시 약 6 g의 고형분을 더 섭취 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약 24 kcal의 열량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성이 무 높아 고형분양을 늘릴 수 없어 열량 도가 낮은 죽의 단 을 보완하여 

1회 섭취시 약 25～30 kcal의 열량을 보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Table 1-103. Effect of irradiation on texture parameters
1)

 of vegetable, beef, pine nut 
porridges

  Porridges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10.0

  Vegetable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s)
  Viscosity (g․s)

75.6±
-47.0±
236.2±

-110.2±

4.6a

4.9c

13.1
a

11.1d

56.3±
-35.6±
172.3±
-61.9±

5.6b

5.4b

18.6
b

16.3c

49.4±
-31.6±
148.3±
-34.9±

0.5b

2.3b

1.3
b

8.8b

39.6±
-21.6±
105.2±

-7.6±

4.3c

2.1a

7.6
c

0.3a

38.3±
-20.4±
102.4±

-8.0±

1.1c

3.1a

3.6
c

2.7a

  Beef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s)
  Viscosity (g․s)

82.2±
-51.4±
262.9±
-96.7±

4.9a

4.6c

1.3
a

5.4d

70.1±
-42.3±
188.6±
-92.6±

4.2ab

3.9bc

1.3
b

2.6d

57.0±
-34.7±
172.8±
-55.7±

5.5bc

7.6ab

8.6
c

1.8c

51.2±
-29.9±
128.1±
-44.7±

3.2c

2.1ab

5.7
d

1.1b

46.8±
-26.6±
123.7±
-23.0±

5.9c

4.5a

2.3
d

0.3a

  Pine nut

  Firmness (g)
  Cohesiveness (g)
  Consistency (g․s)
  Viscosity (g․s)

132.0±
-102.9±
470.7±

-271.1±

1.4a

3.6d

8.2
a

13.1c

96.0±
-67.5±
321.5±

-184.3±

9.8b

7.3c

23.1
b

26b

89.1±
-60.3±
292.5±

-159.5±

1.4bc

2.0bc

11.1
bc

9.1b

83.5±
-55.6±
270.1±

-146.7±

2.2cd

0.8ab

5.3
cd

0.1ab

75.9±
-46.9±
244.6±

-121.3±

0.3d

1.1a

4.9
d

5.6a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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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4. Changes of back extrusion parameter1) of the vegetable porrid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amma irradiation

  Parameter Conc.
Irradiation dose (kGy)

Control
2)

2.5 5.0 7.5 10.0

 Firmness (g)

10%
11%
12%
13%
14%

56.3
83.7

109.0
133.2
155.5

±5.6b2)

±4.5a

±0.9a

±6.0
a

±4.0
a

49.4
62.3
76.8
91.9

132.0

±0.5b

±0.2b

±1.3b

±5.2
b

±13.5
ab

39.6
53.5
61.4
80.1

118.5

±4.3c

±3.7c

±3.4c

±9.3
bc

±6.3
b

38.3
42.0
48.7
51.8
86.2

±1.1c

±0.3d

±4.6d

±2.9
d

±0.1
c

75.65
75.65
75.65
75.65
75.65

±4.6a

±4.6a

±4.6b

±4.6
c

±4.6
c

 Cohesiveness (g)

10%
11%
12%
13%
14%

-35.6
-53.7
-66.7
-99.4

-105.5

±5.4b

±1.8
c

±5.7d

±3.6
c

±1.6
d

-31.6
-37.5
-48.8
-62.4
-85.5

±2.3b

±0.7
b

±2.0c

±2.4
b

±6.4
c

-21.6
-31.8
-38.9
-49.4
-61.9

±2.1a

±3.8
ab

±0.1b

±10.1
ab

±2.7
b

-20.4
-24.9
-28.2
-36.8
-51.1

±3.1a

±2.4
a

±0.4a

±4.1
a

±2.4
a

-47.0
-47.0
-47.0
-47.0
-47.0

±4.9c

±4.9
c

±4.9bc

±4.9
a

±4.9
a

 Consistency (g․s)

10%
11%
12%
13%
14%

172.3
278.0
345.0
441.1
485.9

±18.6b

±7.4a

±1.5a

±8.9a

±11.6a

148.3
200.3
250.5
296.5
360.3

±1.3b

±6.0c

±8.7b

±20.5b

±24.7b

105.2
165.3
184.1
262.8
310.3

±7.6c

±9.6d

±3.7c

±14.0bc

±11.9c

102.4
123.7
159.1
177.8
249.1

±3.6c

±5.8e

±10.8d

±7.2d

±9.6d

236.2
236.2
236.2
236.2
236.2

±13.1a

±13.1b

±13.1b

±13.1c

±13.1d

 Viscosity (g․s)

10%
11%
12%
13%
14%

-61.9
-140.6
-184.9
-262.0
-270.0

±16.3c

±11.6e

±3.3e

±17.2c

±0.2d

-34.9
-87.4

-127.5
-163.9
-207.4

±8.8b

±5.1c

±7.9d

±12.5b

±14.2c

-7.6
-56.8
-85.6

-113.7
172.0

±0.3a

±6.8b

±3.8b

±14.7a

±0.2b

-8.0
-32.6
-64.0
-82.6

-102.7

±2.7a

±4.1a

±2.5a

±2.9a

±3.9a

-110.2
-110.2
-110.2
-110.2
-110.2

±11.1d

±11.1d

±11.1c

±11.1a

±11.1a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2)Non irradiated porridge with 10% concentrations was used for control.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05. Changes of back extrusion parameter1) of the beef porrid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amma irradiation

  Parameter Conc.
Irradiation dose (kGy)

Control
2)

2.5 5.0 7.5 10.0

 Firmness (g)

10%
11%
12%
13%
14%

70.1
78.3

135.2
155.1
195.0

±4.2ab

±6.3a

±1.1
a

±10.5a

±2.1
a

57.0
71.8
91.5

125.3
134.0

±5.5bc

±8.5ab

±18.2
b

±0.9b

±3.3
b

51.2
75.7
87.8

102.1
125.9

±3.2c

±6.4a

±3.4
b

±0.9c

±0.8
b

46.8
58.7
79.3

100.4
112.2

±5.9c

±2.3b

±5.6
b

±3.2c

±9.1
c

82.2
82.2
82.2
82.2
82.2

±4.9a

±4.9a

±4.9
b

±4.9d

±4.9
d

 Cohesiveness (g)

10%
11%
12%
13%
14%

-42.3
-44.4
-95.9

-116.0
-158.9

±3.9bc

±2.1ab

±0.1b

±4.9
c

±4.6d

-34.7
-42.4
-52.3
-87.2
-90.6

±7.6ab

±7.9ab

±3.7a

±0.4
b

±5.6c

-29.9
-49.1
-51.8
-65.6
-82.7

±2.1ab

±4.2b

±4.9a

±0.5
a

±0.3bc

-26.6
-34.8
-49.1
-63.2
-72.4

±4.5a

±2.4a

±0.5a

±10.0
a

±3.9b

-51.4
-51.4
-51.4
-51.4
-51.4

±4.6c

±4.6b

±4.6a

±4.6
a

±4.6a

 Consistency (g․s)

10%
11%
12%
13%
14%

188.6
252.8
432.2
497.0
677.5

±1.3b

±16.1ab

±15.8a

±20.9a

±8.0a

172.8
226.1
271.1
385.3
408.0

±8.6c

±33.1ab

±16.7b

±2.5b

±13.8b

128.1
215.1
266.8
325.8
342.1

±5.7d

±9.7bc

±8.9b

±15.8c

±28.4c

123.7
176.8
251.7
357.1
337.1

±2.3d

±8.1c

±13.8b

±7.2c

±6.9c

262.9
262.9
262,9
262.9
262.9

±1.3a

±1.3a

±1.3b

±1.3d

±1.3d

 Viscosity (g․s)

10%
11%
12%
13%
14%

-92.6
-111.5
-246.8
-285.0
-373.1

±2.6d

±3.1c

±6.7b

±17.5
d

±3.4d

-55.7
-88.2

-116.8
-211.1
-224.1

±1.8c

±16.8b

±18.0a

±3.9
c

±9.2c

-44.7
-84.0

-105.3
-152.3
-208.7

±1.1b

±4.4b

±10.1a

±4.9
b

±2.8c

-23.0
-53.4
-97.5

-139.3
-172.8

±0.3a

±0.1a

±1.1a

±10.7
b

±7.8b

-96.7
-96.7
-96.7
-96.7
-96.7

±5.4d

±5.4bc

±5.4a

±5.4
a

±5.4a

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2)Non irradiated porridge with 10% concentrations was used for control.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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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능검사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시  건조분말죽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1-106과 같다. 야채죽의 

경우 5 kGy 선량으로 조사시 비조사구와 유의 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7.5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유의 으로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쇠고기죽과 잣죽은 10 kGy 조사

구의 경우 품질변화가 발생하여 색, 맛, 풍미를 비롯한 반 인 기호도가 하되었다. 그러나, 

야채죽의 경우 2.5 kGy 조사시 맛, 풍미  반 인 기호도에서 비조사구보다 유의 으로 더 

높은 수를 얻었는데 이는 감마선 조사시 나타날 수 있는 "roast beef flavour"에 의한 상승효

과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형분함량을 증 시키기 해 감마선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기호도를 고려하 을량이 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모든 시료에서 조사식품에서 우

려되는 조사취를 감지할 수 없었으며, 잣죽의 조사취가 다른 시료에 비해 반 으로 높은 

수를 얻은 것은 잣의 지질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106. Sensory acceptability of gamma⁃irradiated porridges in different dose

  Porridges
Irradiation dose 

(kGy)
Color Taste Flavor Off-flavor

Overall
acceptability

  Vegetable

 0.0
 2.5
 5.0
 7.5
10.0

     3.0±1.3bc1) 

     3.5±1.3b

     4.7±0.5a 
     2.5±0.7c

     3.1±0.7bc

     3.8±0.6ab

     4.4±0.7a

     4.0±0.8a

     3.8±1.0ab

     3.0±1.4b

     3.9±1.3a

     4.3±1.0a

     3.5±1.4a

     3.4±1.3a

     3.2±1.0a

     1.8±1.0a

     1.5±0.9a

     1.1±0.3a

     1.8±1.1a

     1.5±1.1a

     3.4±0.7b

     4.2±0.8a

     3.7±0.8ab

     3.2±0.9b

     3.1±0.9b

  Beef

 0.0
 2.5
 5.0
 7.5
10.0

     3.7±1.4ab

     4.0±0.8a 
     3.3±0.9

abc 
     3.0±0.8bc

     2.4±1.1c

     3.8±1.2a 
     3.4±1.1ab

     3.4±1.3ab

     3.1±1.0ab

     2.6±1.0b

     3.4±0.7ab 
     3.3±1.2ab

     3.7±0.7a

     3.4±1.3ab

     2.6±1.0b

     1.2±0.4a 
     1.7±1.3a

     1.6±1.2a

     1.4±0.7a 
     1.9±1.5a

     3.6±1.1a 
     3.8±0.8a

     3.6±1.1a

     3.3±1.3ab

     2.5±0.9b

  Pine nut

 0.0
 2.5
 5.0
 7.5
10.0

     3.9±0.9a

     3.3±0.9ab

     3.4±1.0ab

     3.7±1.2a

     2.5±1.2
b

     4.0±1.1a 
     3.4±1.1

a

     3.0±0.9ab

     3.0±1.2ab

     2.4±0.9
b

     3.7±1.5a 
     3.6±0.9

a

     2.7±0.9ab

     2.6±1.3ab

     2.4±0.9
b

     2.9±1.5a 
     2.0±1.1

a

     2.2±1.5a

     2.3±1.3a

     2.3±1.3
a

     4.2±1.4a

     3.2±1.0ab

     3.2±1.1ab 
     3.1±0.9ab 
     2.3±1.1

b
 

1)Each value represents mean±SD.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감마선 조사와 glucono-δ-lactone(GDL) 이용 무균식 생산 기술개발

   (가)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

   아세트산  GDL을 첨가한 밥의 장기간  총균수의 변화를 Table 1-107에 나타냈다. 

취반 직후의 모든 시료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조구와 아세트산 0.05% 첨가구는 

24시간부터 미생물 생육이 찰되었고 72시간까지 격히 증가하 다. 한, GDL 0.05% 첨가

구의 경우 24시간까지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격한 증가를 보여 48시간부터 부

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세트산 0.1% 첨가구와 GDL 0.1-0.2% 첨가구는 

장기간 동안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0.1% 이상의 아세트산과 GDL의 첨가에 의한 

pH 하는 취반 의 열처리 작용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미생물의 사멸  생육 해에 

효과 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Hong et al., (1994)은 밥의 부패는 주로 의 표면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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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속 미생물 (B. subtilis, B. megaterium, B. cereus)에 의해 발생되며, 이들 미생물은 열에 

안정한 포자를 형성하여 취반 후에도 1-2 log cycle 정도의 미생물이 검출된다고 보고하 다. 

한편, 포자형성 미생물의 생육을 해하기 해서는 pH 조 과 열처리의 병용처리가 가장 효

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im et al., (2002)도 밥에 0.1% 아세트산을 첨가하여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됨을 확인하 다.

Table 1-107. Changes in total viable cells of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30℃.

(log CFU/g)

Storage

(hr)
Control

Acetic Acid(%) GDL(%)

0.05 0.1 0.05 0.1 0.15 0.2

0 N.D.1) N.D. N.D. N.D. N.D. N.D. N.D.

24
5.32

(±0.25)a2)z3)

4.29

(±0.22)bz N.D. N.D. N.D. N.D. N.D.

48
8.38

(±0.13)ay

7.69

(±0.10)by N.D.
3.41

(±0.05)cy N.D. N.D. N.D.

72
9.55

(±0.34)ax

9.37

(±0.31)ax N.D.
7.28

(±0.29)bx N.D. N.D. N.D.

1)Not detected.
2)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

x-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 pH에 미치는 향 

   아세트산  GDL을 첨가한 밥의 장기간  pH의 변화를 Table 1-108에 나타냈다. 취

반 직후 아세트산  GDL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밥의 pH가 감소가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장기간  조구와 아세트산  GDL 0.05% 첨가구는 부패로 인해 정확한 pH를 측정하지 

못하 으나 미생물 생육에 의한 pH 감소가 상되었다. 그러나, 아세트산 0.1% 첨가구와 GDL 

0.1-0.2% 첨가구의 pH는 장기간 동안 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생물 생

육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0.1% 이상의 아세트산  GDL의 첨가로 인해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able 1-108. Changes in pH of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30℃.

Storage

(h)
Control

Acetate(%) GDL(%)

0.05 0.1 0.05 0.1 0.15 0.2

0
6.60

(±0.03)a1)
6.05

(±0.04)bc
5.50

(±0.08)dx2)
6.25

(±0.07)bx
6.05

(±0.03)bcx
5.90

(±0.04)cx
5.75

(±0.02)cdx

24 -3) -
5.47

(±0.05)cx
6.20

(±0.03)ax
6.09

(±0.05)ax
5.96

(±0.08)abx
5.77

(±0.06)bx

48 - -
5.42

(±0.04)cx -
6.12

(±0.05)ax
6.00

(±0.04)abx
5.82

(±0.05)bx

72 - -
5.40

(±0.04)cx -
6.15

(±0.06)ax
6.03

(±0.05)abx
5.87

(±0.04)bx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x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pH analysis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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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색도에 미치는 향

   아세트산  GDL을 첨가한 밥의 장기간  색도의 변화를 Table 1-109에 나타냈다. 취

반 직후 색도(a
*
)는 아세트산과 GDL 첨가에 의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명도(L

*
)는 증가

하 으며, 황색도(b
*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nemma는  분에 산을 첨가할 경우 

pH 감소에 의해 명도는 증가하고 황색도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이었다. 일반 으로 밥의 명도가 높고 황색도가 낮을수록 외 상 좋은 품질의 밥이라 할 수 있

다. GDL은 주로 두부 등의 식품에 응고, 팽창, pH 하의 목 으로 사용되지만 두부의 명도를 

밝게하고 색택을 향상시키며, 염지육과 훈연육에 사용하 을 때에도 색도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간 의 색도 변화는 0.1% 아세트산 첨가구와 0.1% GDL 첨가구의 황색도

는 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GDL 0.15%와 0.2% 첨가구의 황색도는 장기간 

 유의 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도는 0.1% 아세트산 첨가구는 장기간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0.1%-0.2% GDL 첨가구는 장기간  명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의 색도 개선에 있어서 아세트산보다 GDL의 첨가가 더욱 효과 임을 나타낸다.   

Table 1-109.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30℃.

Storage

(h)
Control

Acetate(%) GDL(%)

0.05 0.1 0.05 0.1 0.15 0.2

L
*

0
59.12

(±1.09)c1)

60.48

(±1.42)b

60.12

(±2.23)bx2)

60.23

(±2.07)bx

61.48

(±2.02)abx

62.46

(±1.39)ax

62.66

(±1.33)ax

24 -
3)

-
59.63

(±2.45)bx

60.18

(±1.59)bx

62.22

(±2.03)ax

62.04

(±2.77)ax

62.59

(±2.31)ax

48 - -
59.20

(±0.84)bxy -
62.52

(±1.47)ax

63.60

(±2.62)ax

61.95

(±1.29)abx

72 - -
58.78

(±1.93)by -
61.42

(±0.94)abx

62.88

(±2.45)ax

62.41

(±1.86)ax

a
*

0
-1.69

(±0.18)a

-1.71

(±0.06)a

-1.63

(±0.18)ax

-1.77

(±0.07)ax

-1.70

(±0.23)ax

-1.68

(±0.10)ax

-1.61

(±0.11)ax

24 - -
-1.71

(±0.23)ax

-1.73

(±0.19)ax

-1.69

(±0.15)ax

-1.76

(±0.28)ax

-1.72

(±0.09)ax

48 - -
-1.62

(±0.18)ax -
-1.75

(±0.13)ax

-1.81

(±0.16)ax

-1.77

(±0.22)ax

72 - -
-1.69

(±0.11)ax -
-1.73

(±0.31)ax

-1.65

(±0.22)ax

-1.70

(±0.27)ax

b
*

0
3.55

(±0.63)a

3.32

(±0.37)ab

3.15

(±0.82)by

3.23

(±0.50)abx

3.13

(±0.64)by

3.06

(±0.74)bx

2.71

(±0.52)cx

24 - -
3.22

(±0.77)ay

3.31

(±0.69)ax

3.15

(±0.88)aby

3.00

(±0.55)abx

2.78

(±0.79)bx

48 - -
3.28

(±0.86)ay -
3.29

(±0.79)axy

2.98

(±0.84)bx

2.77

(±0.44)cx

72 - -
3.62

(±0.51)ax -
3.59

(±0.71)ax

3.05

(±068)bx

2.81

(±0.57)cx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x-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

Color determin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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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텍스쳐에 미치는 향

   아세트산  GDL을 첨가한 밥의 장기간  조직감의 변화를 Table 1-110에 나타냈다. 

취반 직후 경도(hardness)는 아세트산  GDL의 첨가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착

성(Stickiness)은 아세트산 첨가구의 경우 감소한데 반해 GDL 첨가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도와 착성은 밥의 질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인자로서 

밥의 경도가 낮고 착성이 높을수록 즉, 착성  경도의 비 (Stickiness/Hardness, S/H)가 

클수록 밥의 품질이 좋다고 보고되었다. 취반 직후 아세트산 처리구의 S/H값은 조구에 비해 

감소하 으나 이와 반 로 GDL 첨가구의 값은 증가하 다. 이는 GDL 첨가에 의한 경도의 증

가보다는 상 으로 착성의 증가폭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분에 산을 첨가하여 pH를 

하시킬 경우 경도는 증가하고 착성은 감소한다는 보고는 본 실험의 아세트산 첨가구와 일치

하는 경향이었으나, 아세트산과는 달리 GDL 첨가구의 경우 착성의 증가를 가져왔다. GDL은 

다른 pH 하제와는 달리 pH가 서서히 감소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두부에 첨가했을 때 콩 

단백질에 작용하여 curd를 형성하게 된다. 은 수분을 제외한 95% 정도가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의 특성이 밥의 조직감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소이지만, 단백질 한 밥

의 품질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감의 변화는 GDL이 

의 주요 구성성분인 분과 단백질에 해 아세트산과는 다른 작용으로 향을 주었기 때문

으로 생각되며, 특히 착성의 증가는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 72시간 경과 후 0.2% GDL 첨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경도는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

향이었으나, 착성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유의 인 변화가 없었다. 본 실험의 결과도 장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S/H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GDL 첨가구의 S/H값은 장 72시간 

경과 후에도 취반 직후의 조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GDL 0.2% 첨가구의 경우 장 72

시간까지 취반 직후의 S/H값과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GDL이 밥의 조직감 향상  

노화억제를 한 매우 효과 인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1-110. Changes in textural properties of cooked rice during storage at 30℃.

Storage

(h)
Control

Acetate(%) GDL(%)

0.05 0.1 0.05 0.1 0.15 0.2

Hardness

(g)

0
324.36

(±15.87)
b1)

326.86

(±12.33)
b

338.71

(±29.30)
abx2)

334.71

(±20.06)
ab

349.66

(±24.22)
ax

347.50

(±18.59)
ax

352.94

(±11.58)
ax

72 -3) -
364.29

(±20.27)
by -

371.62

(±19.57)
ay

375.97

(±15.20)
ay

368.43

(±22.76)
ax

Stickiness

0
43.72

(±12.68)
bc

42.42

(±6.45)
bc

36.64

(±14.74)
cx

43.00

(±9.10)
bc

57.69

(±9.68)
bx

57.11

(±7.23)
bx

77.44

(±19.29)
ax

72 - -
34.52

(±9.29)
cx -

52.31

(±16.53)
bx

55.52

(±8.08)
bx

75.27

(±11.12)
ax

S/H4)

0
0.135

(±0.05)
bc

0.129

(±0.10)
bc

0.108

(±0.09)
cx

0.128

(±0.09)
bc

0.165

(±0.08)
bx

0.164

(±0.07)
bx

0.219

(±0.06)
ax

72 - -
0.095

(±0.07)
cx -

0.141

(±0.04)
by

0.148

(±0.05)
by

0.204

(±0.07)
ax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x-y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Texture analysis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4)

Stickiness/Hardness (｜Adhesiveness/Hardnes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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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식품가공 병용처리 이용 최소가공식품(3종)/즉석 식품용 식재료(1종)의 

품질  장 안정성 개선

   포장 환경을 달리한 후 감마선 조사된 최소가공 무의 장 2주 동안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장균,  젖산균의 변화는 Table 1-111, 1-112, 1-113, 1-114과 같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미생

물 수는 포장 환경이나 장기간에 계없이 모두 감소하 다. CO2나 CO2/N2 포장구는 처리 

당일 2 k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호기성 미생물 수가 검출한도 이내로 나타났으며 이는 함

기 포장구보다 유의 으로 낮은 결과 다. 그러나 CO2/N2 포장구의 경우 2주후 함기 포장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젖산균의 경우 2 kGy로 감마선 조사를 한 경우 장 1주에 CO2나 

CO2/N2 포장구의 젖산균의 수가 장균군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 다. 포장방법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포장방법을 달리한 후 감마선 조사된 최소가공 

무의 김치 제조 시 품질의 지표가 될 수 있는 pH 변화를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장기간 동안 찰되지 않았으며 포장방법에 의한 pH 변화역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최소가공 무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

고 품질을 보존하기 한 최 의 조건은 2 kGy의 감마선 조사와 가스치환포장의 병용처리가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11. Total aerobic bacteria of minimally processed radish treated with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and irradiation during refrigerated storage
1)

 (log CFU/g)

Packaging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weeks)

0 1 2

Air

0 4.32 ± 0.40 4.52 ± 0.31 3.98 ± 0.03

1 3.82 ± 0.18  ND
2)

3.28 ± 0.03

2 2.80 ± 0.14 ND 3.04 ± 0.05

CO2

0 5.30 ± 0.01 4.86 ± 0.11 4.53 ± 0.32

1 3.39 ± 0.12 3.87 ± 0.04 3.46 ± 0.02

2 ND 2.54 ± 0.08 2.54 ± 0.08

CO2 / N2

0 5.04 ± 0.80 4.92 ± 0.02 4.50 ± 0.28

1 3.83 ± 0.18 3.95 ± 0.07 3.58 ± 0.03

2 ND 2.74 ± 0.37 3.06 ± 0.02

1)
Means ± standard deviations. 

2)Viable cell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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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2. Coliform bacteria of minimally processed radish treated with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and irradiation during refrigerated storage
1)

 (log CFU/g)

Packaging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weeks)

0 1 2

Air

0 4.68 ± 0.03 4.68 ± 0.10 4.12 ± 0.01

1 4.02 ± 0.03 3.27 ± 0.05 3.02 ± 0.03

2 2.00 ± 0.01 2.63 ± 0.21 2.39 ± 0.12

CO2

0 5.22 ± 0.11 4.83 ± 0.02 4.51 ± 0.47

1 3.87 ± 0.03  ND2) 3.30 ± 0.01

2 ND ND 2.39 ± 0.12

CO2 / N2

0 4.33 ± 0.04 5.63 ± 0.07 3.98 ± 0.03

1 3.48 ± 0.01 4.02 ± 0.03 2.85 ± 0.21

2 ND ND 3.13 ± 0.49

1)Means ± standard deviations. 
2)Viable cell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Table 1-113. Lactic acid bacteria of minimally processed radish treated with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and irradiation during refrigerated storage
1)

 (log CFU/g)

Packaging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weeks)

0 1 2

Air

0 4.42 ± 0.01 4.64 ± 0.08 4.08 ± 0.05

1 3.35 ± 0.24 3.02 ± 0.09 3.46 ± 0.54

2 2.48 ± 0.14 2.15 ± 0.21 2.00 ± 0.01

CO2

0 4.76 ± 0.02 4.38 ± 0.11 3.28 ± 0.03

1  ND
2)

2.96 ± 0.05 2.39 ± 0.12

2 ND 2.00 ± 0.00 1.59 ± 0.16

CO2 / N2

0 4.50 ± 0.04 4.72 ± 0.02 3.76 ± 0.02

1 3.61 ± 0.01 3.55 ± 0.07 2.77 ± 0.10

2 ND 2.74 ± 0.06 2.02 ± 0.03

1)
Means ± standard deviations. 

2)Viable cell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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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4. pH of minimally processed radish treated with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and irradiation during refrigerated storage
1)

Packaging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weeks)
SEM

2)

0 1 2

Air

0 6.58 6.81 6.91 0.148

1 6.45
b

6.85
ab

7.08
a

0.109

2 6.49
b

6.97
a

6.99
a

0.104

SEM 0.051 0.178 0.103

CO2

0 6.32
b

6.82
a

6.80
a

0.045

1 6.31
b

6.85
a

6.79
a

0.057

2 6.30b 6.70a 6.79a 0.046

SEM 0.067 0.037 0.039

CO2 / N2

0 6.28
b

6.82
a

6.90
a

0.096

1 6.30b 6.70a 6.79a 0.046

2 6.35
b

6.74
a

6.74
a

0.059

SEM 0.087 0.072 0.048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 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2) 감마선 이용 즉석편의식품(김밥)의 생화 기술 개발 

   (가) 김밥 원료별 미생물 분포  감마선 조사에 의한 김밥 원료의 미생물 감소효과

   김밥에 사용되는 김밥재료  축산식품으로 볶은 쇠고기, 계란지단  햄, 수산식품으로 김, 

어묵  맛살, 농산식품으로 오이, 양념시 치  무친우엉에 한 총균수를 측정하 으며, 

장온도  장기간에 따른 감마선 조사효과도 확인하 다(Table 1-115~1-120). 본 실험에 사용

된 9종의 김밥재료  무친 우엉, 햄  볶은 쇠고기에서는 총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김

밥재료에 한 곰팡이  효모를 측정해본 결과 총 9종의 재료  3종인 무친 시 치, 오이  

김에서 3-4 log CFU/g가 검출되었다(Fig 1-30). 맛살의 경우 기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  30℃에서 24 시간동안 장했을 경우 각각 4.58  4.67 log CFU/g가 검출되었다. 어묵

은 기 3 log정도의 균이 검출되었으나 2 kGy로 조사된 어묵에서는 총균수가 나타나지 않았

다. 김은 기 균수가 8.83 log로 상당히 많은 총균수가 검출되었으며 조사된 김은 1 log cycle 

정도 균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온도  장기간에 따라 균수의 변화에 큰 차

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달걀지단은 맛살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달걀지단 역시 기엔 미생

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  30℃에서 24시간 장했을 경우 미생물의 증식을 확인하 으며, 

2 kGy로 조사된 샘 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된 오이의 장온도  

장기간에 따른 균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오이는 기균수가 5.07 log CFU/g이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따른 균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선량에 따라 균수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 으며 3 kGy로 조사했을 경우 장기간에 따른 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념시

치의 기균수는 5.41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따라 균수가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  30℃에서 장했을 경우 1 kGy로 조사된 시 치는 1 log 정도 감소하

으며, 2 kGy로 조사된 시 치는 총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 10℃에서 장했을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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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로 조사된 시 치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듯 9종의 김밥재료에 한 총균수를 

확인해본 결과 3 kGy로 조사된 샘 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된 샘

은 비조사구에 비해 장온도  장기간에 따라 총균수가 게 검출되거나 혹은 검출되지 

않았다. 한, 감마선 조사된 시료의 총균수의 변화는 장온도  장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다. 

Table 1-115.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imitation crab le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ND1 ND ND

1 ND ND ND

2 ND ND ND

3 ND ND ND

20 0 ND ND 4.58±0.14

1 ND ND ND

2 ND ND ND

3 ND ND ND

30 0 ND ND 4.67±0.02

1 ND ND ND

2 ND ND ND

3 ND ND ND

1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2 CFU/g.

Table 1-116.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surimi gel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3.50±0.14 5.57±0.16 5.64±0.07

1  ND
1

ND ND

2 ND ND ND

3 ND ND ND

20 0 3.50±0.14 5.15±0.60 7.86±0.71

1 ND ND 3.89±0.81

2 ND ND ND

3 ND ND ND

30 0 3.50±0.14 5.42±0.32 8.44±0.11

1 ND ND 4.40±0.12

2 ND ND ND

3 ND ND ND

1
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

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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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7.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dried laver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8.83±0.10 8.80±0.06 8.83±0.09

1 7.60±0.51 7.63±0.48 7.60±0.51

2 7.48±0.19 7.48±0.19 7.98±0.52

3 7.14±0.23 7.14±0.23 7.14±0.23

20 0 8.83±0.10 8.66±0.03 8.42±0.62

1 7.60±0.51 7.85±0.35 7.45±0.71

2 7.48±0.19 7.77±0.79 6.66±0.08

3 7.14±0.23 7.26±0.64 6.54±0.09

30 0 8.83±0.10 8.57±0.10 8.49±0.72

1 7.60±0.51 7.87±0.38 8.21±0.36

2 7.48±0.19 7.80±0.83 7.81±0.09

3 7.14±0.23 7.29±0.60 6.73±0.17

1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2 CFU/g.

Table 1-118.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fried eg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ND
1

ND ND

1 ND ND ND

2 ND ND ND

3 ND ND ND

20 0 ND ND 5.56±0.17

1 ND ND 3.15±0.11

2 ND ND ND

3 ND ND ND

30 0 ND ND 5.67±0.13

1 ND ND 3.25±0.03

2 ND ND ND

3 ND ND ND

1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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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9.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seasoned and blanched 

spinach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5.41±0.51 5.35±0.44 5.43±0.49

1  ND1 ND ND

2 ND ND ND

3 ND ND ND

20 0 5.41±0.51 6.82±0.19 8.71±0.11

1 ND 2.50±0.71 6.72±0.09

2 ND ND ND

3 ND ND ND

30 0 5.41±0.51 6.88±0.28 8.75±0.05

1 ND 3.25±0.36 7.21±0.78

2 ND ND ND

3 ND ND ND

1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2 CFU/g.

Table 1-120. Effect of irradiation on microbial population in cucumber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log CFU/g)

Incubation 

temp.(℃)

Irradiation 

dose(kGy)

Viable cell counts

0 hr 8 hr 24 hr

10 0 5.07±0.92 4.98±0.80 5.10±0.77

1  ND1 ND ND

2 ND ND ND

3 ND ND ND

20 0 5.07±0.92 4.82±0.65 5.90±0.03

1 ND ND 4.21±0.24

2 ND ND 3.20±0.17

3 ND ND ND

30 0 5.07±0.92 4.88±0.57 5.95±0.02

1 ND ND 4.54±0.23

2 ND ND 3.48±0.22

3 ND ND ND

1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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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0. Distribution of mold and yeast in raw materials of Kimbab and just prepared 

Kimbab.

   (나)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생물의 제어효과  안 성 평가

   이온화에 지 처리된 김밥용 재료의 미생물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조사선량에 따

른 미생물의 제어효과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1-121~126와 같다. 수산식품 재료인 맛살, 어묵 

 김에 병원성 미생물을 종한 결과 기 균수는 10
6
-10

7
 CFU/g 정도의 수 이 나타났으며, 

이온화 에 지를 3 kGy로 조사한 결과 모두 사멸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scherichia coli가 

종된 어묵은 2 kGy의 선량으로 조사했을 경우 균이 사멸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20  30℃

에서 장된 어묵은 장기간에 따라 균수가 3 log 정도 증식하 다. 김에 Staphylococcus 

aureus를 종한 결과 7.43 CFU/g 정도 종이 되었으며 1 kGy로 조사했을 경우 3 log cycle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Listeria ivanova에 종된 맛살의 경우 3 kGy로 조사했을 경

우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30 ℃에서 24시간 장했을 경우 2.91 log cycle정도가 증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듯 김밥 재료  수산, 축산  농산 식품 재료 총 9 종에 한 병원

성 미생물에 한 감마선 조사에 한 사멸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2-3 kGy 조사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으며, 무친 우엉에 종된 병원성 미생물은 높은 방사

선 감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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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1.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 of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in 

imitation crab leg for Kimbab manufacturin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1

 (log CFU/g)

Storage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kGy)

Imitation crab leg

0 hr 8 hr 24 hr

10

0 7.42±0.12 7.45±0.08 7.21±0.19

1 4.74±0.06 4.78±0.05 4.73±0.12

2  ND
2

ND ND

3 ND ND ND

20

0 7.42±0.12 7.49±0.06 7.55±0.13

1 4.74±0.06 4.80±0.05 4.96±0.11

2 ND ND ND

3 ND ND ND

30

0 7.42±0.12 7.57±0.20 7.47±0.06

1 4.74±0.06 4.85±0.12 4.82±0.01

2 ND ND ND

3 ND ND ND
1Mean±standard deviation(n=2). 2No growth at dectection limit<102

Table 1-122.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 of Escherichia coli (KCTC 1682) in imitation 

crab leg for Kimbab manufacturin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1

 (log CFU/g)

Storage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kGy)

Imitation crab leg

0 hr 8 hr 24 hr

10

0 7.40±0.10 7.34±0.01 7.28±0.06

1 5.05±0.17 5.08±0.14 5.11±0.10

2  ND
2

3.14±0.15 2.92±0.11

3 ND ND ND

20

0 7.40±0.10 7.68±0.13 7.83±0.09

1 5.05±0.17 5.29±0.16 5.36±0.02

2 ND 3.51±0.01 3.71±0.02

3 ND ND ND

30

0 7.40±0.10 7.56±0.17 7.76±0.11

1 5.05±0.17 5.33±0.22 5.57±0.08

2 ND 3.50±0.03 3.81±0.12

3 ND ND ND
1,2See footnote on Tabl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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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3.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 of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in 

imitation crab leg for Kimbab manufacturin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1

(log CFU/g)

Storage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kGy)

Imitation crab leg

0 hr 8 hr 24 hr

10

0 6.48±0.01 6.15±0.15 6.06±0.02

1 4.15±0.21 4.16±0.17 4.06±0.03

2  ND
2

ND ND

3 ND ND ND

20

0 6.48±0.01 6.23±0.03 6.24±0.04

1 4.15±0.21 4.80±0.05 4.87±0.04

2 ND ND ND

3 ND ND ND

30

0 6.48±0.01 6.29±0.06 6.51±0.09

1 4.15±0.21 4.56±0.06 4.84±0.09

2 ND ND ND

3 ND ND ND

1,2
See footnote on Table 120.

Table 1-124.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 of Listeria ivanova  (KCTC 3444) in imitation 

crab leg for Kimbab manufacturing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1

(log CFU/g)

Storage 

temperature(℃)

Irradiation 

dose (kGy)

Imitation crab leg

0 hr 8 hr 24 hr

10

0 6.08±0.11 6.38±0.13 6.42±0.14

1 5.45±0.04 5.44±0.01 5.42±0.03

2 3.60±0.23 3.52±0.28 3.60±0.12

3  ND2 ND ND

20

0 6.08±0.11 6.54±0.08 6.42±0.19

1 5.45±0.04 5.45±0.01 5.42±0.03

2 3.60±0.23 3.59±0.19 3.85±0.02

3 ND ND 2.81±0.15

30

0 6.08±0.11 6.69±0.30 7.13±0.22

1 5.45±0.04 5.64±0.28 5.45±0.01

2 3.60±0.23 3.58±0.20 4.01±0.06

3 ND ND 2.91±0.08

1,2See footnote on Tabl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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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5. Radio-sensitivity (D10-value) of Salmonella Typhimurium inoculated to different 

food materials for manufacturing Kimbab

Origin Food Materials D10 value

Animal

Seasoned and cooked beef 0.24 ± 0.02

Fried egg 0.43 ± 0.01

Ham 0.45 ± 0.06

Seafood

Imitation crab leg 0.38 ± 0.01

Surimi gel 0.42 ± 0.01

Laver 0.39 ± 0.01

Agriculture

Cucumber 0.40 ± 0.04

Seasoned and blanched spinach 0.37 ± 0.02

Seasoned burdock 0.40 ± 0.01

Table 1-126. Radio-sensitivity (D10-value) of Escherichia coli inoculated to different food 

materials for manufacturing Kimbab

Origin Food Materials D10 value

Animal

Seasoned and cooked beef 0.27 ± 0.01

Fried egg 0.33 ± 0.04

Ham 0.43 ±0.01

Seafood

Imitation crab leg 0.42 ± 0.01

Surimi gel 0.31 ± 0.01

Laver 0.28 ± 0.01

Agriculture

Cucumber 0.40 ± 0.01

Seasoned and blanched spinach 0.42 ± 0.01

Seasoned burdoc -
1)

1)The D10 value is not available because E. coli was not detected at 1 kGy of irradiation level. 

   총 9종류의 김밥재료에 종된 4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한 감마선 감수성(D10값)은 

Table 1-127~128과 같다. 김밥 재료에 종된 S. typhimurium의  D10값은 0.24-0.45 정도로 나타

났다. 볶은 쇠고기가 0.24 kGy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햄에서 0.45 kGy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E. coli는 햄, 맛살  무친 시 치에서 0.43-0.4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친 우엉에서는 

1 kGy의 선량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아 D10가 나타나지 않았다. S. aureus의 경우 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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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시 치에서 각각 0.30  0.42 kGy를 나타내 비교  높게 나타났으나 맛살의 경우 0.22 

kGy로 낮게 나타났다. L. ivanovii의 D10 value는 0.28-0.63 kGy로 나타났으며 맛살에서 상

으로 높은 방사선 항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0.63 kGy). 결과에서 보듯이 부분의 

식품재료들이 0.2-0.6 kGy 수 의 D10값을 보여 장 온도  장기간까지 고려한다면 2 kGy 

수  이하의 이온화 에 지 처리는 김밥 재료의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을 완  사멸하는데 충

분한 방사선 조사선량으로 사료된다. 

Table 1-127. Radio-sensitivity (D10-value) of Staphylococcus aureus inoculated to different 

food materials for manufacturing Kimbab

Origin Food Materials D10 value

Animal

Seasoned and cooked beef 0.37 ± 0.01

Fried egg 0.37 ± 0.02

Ham 0.39 ± 0.03

Seafood

Imitation crab leg 0.22 ± 0.01

Surimi gel 0.35 ± 0.02

Laver 0.30 ± 0.04

Agriculture

Cucumber 0.42 ± 0.01

Seasoned and blanched spinach 0.41 ± 0.02

Seasoned burdoc 0.30 ± 0.01

Table 1-128. Radio-sensitivity (D10-value) of Listeria ivanovii inoculated to different food 

materials for manufacturing Kimbab

Origin Food Materials D10 value

Animal

Seasoned and cooked beef 0.48 ± 0.01

Fried egg 0.36 ± 0.01

Ham 0.41 ± 0.02

Seafood

Imitation crab leg 0.63 ± 0.03

Surimi gel 0.45 ± 0.01

Laver 0.44 ± 0.01

Agriculture

Cucumber 0.34 ± 0.01

Seasoned and blanched spinach 0.41 ± 0.01

Seasoned burdoc 0.28 ± 0.06

   (다) 김밥재료의 이온화 에 지 처리에 의한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김밥재료 총 9 종에 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의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129~131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2 균주의 생균수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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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mL 수 이 다. 사활성계가 첨가된 경우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시험물질에 의한 S. 

typhimurium 두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 농도에 따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

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된 시료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하여  농도에서 

복귀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29. Ames test results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eafood materials for Kimbab  

manufacturing1

Irradiation dose 

(kGy)
Materials

Concentration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Imitation crab 

leg

10,000 27±4.2 28±10.6 186±1.4 205±4.9

5,000 22±3.5 29±1.4 175±2.1 219±8.5

2,500 22±2.1 32±2.8 203±10.6 160±4.2

1,250 21±6.4 31±2.8 211±7.8 285±7.1

625 21±5.7 29±2.1 168±8.5 186±14.8

Surimi gel

10,000 24±4.2 29±0.7 268±8.5 261±8.5

5,000 32±2.8 36±12.0 263±15.6 267±14.8

2,500 21±0.7 28±2.1 286±12.7 263±3.5

1,250 24±1.4 35±4.9 274±7.8 273±18.4

625 28±7.8 31±7.1 263±17.7 255±12.0

Dried laver

10,000 20±5.7 26±2.8 215±3.5 259±4.9

5,000 14±4.2 19±0.7 190±3.5 280±10.6

2,500 17±3.5 26±5.7 223±1.4 248±7.8

1,250 15±7.1 19±7.1 257±7.8 287±13.4

625 15±4.9 22±2.8 246±9.9 268±5.7

10

Imitation crab 

leg

10,000 19±1.4 28±12.7 208±6.4 190±13.4

5,000 28±12.7 22±4.2 184±1.4 215±14.1

2,500 18±1.4 28±1.4 173±0.7 184±12.7

1,250 17±4.2 31±0.7 189±8.5 217±4.9

625 20±3.5 31±1.4 166±9.9 205±7.8

Surimi gel

10,000 22±3.5 33±7.8 294±8.5 297±1.4

5,000 14±3.5 33±4.9 281±6.4 283±14.8

2,500 18±8.5 31±8.5 248±14.8 284±2.1

1,250 20±0.0 29±10.6 254±7.1 298±4.2

625 22±4.2 27±2.1 234±12.0 241±6.4

Dried laver

10,000 21±0.0 30±3.5 209±8.5 275±9.9

5,000 19±3.5 21±6.4 177±12.7 214±17.0

2,500 15±2.1 25±1.4 150±19.1 235±12.7

1,250 20±9.9 26±4.2 168±5.7 244±9.2

625 15±2.8 27±1.4 174±10.6 267±18.4

Negative control H2O 17±5.8 27±5.7 227±14.0 274±13.1

Positive control

4-NQO 415±13.3

2-AA 537±10.1

SA 602±14.4

2-AA 997±4.4

1
Mean±standard deviation (n=2).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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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0. Ames test results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animal originated-materials for 

Kimbab  manufacturing1

Irradiation dose 

(kGy)
Materials

Concentration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Seasoned and 

cooked beef

10,000 25±3.5 38±2.8 285±7.1 233±14.1

5,000 29±7.1 48±4.9 290±0.7 237±12.7

2,500 32±2.8 40±0.7 222±9.2 285±14.8

1,250 18±4.9 28±2.1 247±9.9 245±12.7

625 20±7.1 34±2.1 205±12.7 231±7.1

Fried egg

10,000 20±0.0 21±1.4 131±9.9 185±3.5

5,000 19±7.8 24±0.7 145±7.1 166±11.3

2,500 22±1.4 28±1.4 152±6.4 191±2.1

1,250 15±2.1 25±1.4 161±4.2 198±11.3

625 18±2.1 27±4.2 154±6.4 171±7.8

Ham

10,000 16±4.9 28±3.5 239±17.0 237±4.2

5,000 29±7.1 27±4.2 225±12.7 241±0.7

2,500 27±4.9 28±2.1 215±15.6 206±9.2

1,250 22±1.4 21±2.1 158±0.7 194±9.9

625 25±0.7 29±5.7 192±3.5 184±17.0

10

Seasoned and 

cooked beef

10,000 26±0.7 65±6.4 234±11.3 282±2.8

5,000 25±0.0 34±0.7 261±9.9 250±2.8

2,500 25±1.4 43±6.4 208±0.7 258±11.3

1,250 20±3.5 31±6.4 237±5.7 286±1.4

625 15±1.4 30±1.4 168±7.8 194±8.5

Fried egg

10,000 24±1.4 29±1.4 138±2.1 180±5.7

5,000 10±2.8 27±4.2 129±4.2 166±8.5

2,500 17±2.1 26±7.8 132±0.0 175±14.8

1,250 21±0.7 25±14.1 156±15.6 193±2.8

625 18±7.8 17±0.0 186±14.1 181±3.5

Ham

10,000 20±7.8 28±10.6 252±11.3 200±11.3

5,000 22±0.0 26±2.1 252±1.4 239±3.5

2,500 19±0.7 32±7.1 172±17.0 178±10.6

1,250 26±11.3 19±0.0 150±2.8 183±11.3

625 26±2.1 22±5.7 168±2.8 194±0.7

Negative control H2O 17±5.8 27±5.7 227±14.0 274±13.1

Positive control

4-NQO 415±13.3

2-AA 537±10.1

SA 602±14.4

2-AA 997±4.4

1
See footnote on Table 1-126.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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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1. Ames test results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agriculture originated-materials 

for Kimbab  manufacturing1

Irradiation 

dose (kGy)
Materials

Concentration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Cucumber

10,000 21±0.7 29±9.9 137±14.1 189±10.6

5,000 14±1.4 30±3.5 123±0.1 135±9.2

2,500 26±4.9 34±10.6 151±14.8 163±12.7

1,250 23±7.8 30±1.4 160±5.7 155±12.7

625 16±4.9 25±6.4 140±10.6 161±1.4

Seasoned 

and coked 

spinach

10,000 20±2.1 27±4.9 129±4.9 202±7.1

5,000 17±1.4 20±3.5 141±9.2 188±7.8

2,500 22±2.1 25±1.4 126±10.6 140±10.6

1,250 14±4.9 24±5.7 98±11.3 111±0.7

625 24±2.1 21±5.7 109±5.7 119±12.4

Seasoned 

burdock

10,000 26±0.7 28±6.4 249±12.7 239±10.6

5,000 19±7.8 33±4.9 203±3.5 258±19.8

2,500 11±2.1 31±4.2 196±2.8 270±14.1

1,250 19±4.9 24±2.8 226±14.1 190±8.5

625 27±2.8 28±0.7 217±9.9 250±14.1

10

Cucumber

10,000 13±4.2 27±5.7 137±14.1 174±17.7

5,000 23±4.9 23±1.4 123±0.1 135±9.2

2,500 20±2.8 27±4.2 151±14.8 187±17.0

1,250 24±0.7 23±2.8 144±8.5 199±9.9

625 15±2.8 26±0.1 140±7.1 182±0.1

Seasoned 

and coked 

spinach

10,000 17±9.2 25±5.7 169±9.9 185±7.8

5,000 19±7.1 24±2.1 177±7.1 187±2.1

2,500 18±0.7 32±2.1 162±15.6 148±11.3

1,250 17±9.9 24±0.1 146±6.4 137±7.8

625 13±5.7 28±4.2 135±11.3 163±14.8

Seasoned 

burdock

10,000 17±4.2 29±7.8 170±4.2 210±4.2

5,000 12±5.7 24±0.7 163±8.5 215±0.7

2,500 17±1.4 29±7.1 181±10.6 229±14.1

1,250 23±8.5 27±1.4 188±1.4 219±13.4

625 22±4.9 30±3.5 156±5.7 218±12.0

Negative 

control
H2O 17±5.8 27±5.7 227±14.0 274±13.1

Positive 

control

4-NQO 415±13.3

2-AA 537±10.1

SA 602±14.4

2-AA 997±4.4

1See footnote on Table 1-126.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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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마선 이용 구운 계란의 보존 안 성 기술 개발

   (가) 구운 계란의 미생물 분포

   구운 계란 제조공정  계란의 미생물 분포 변화를 Fig. 1-31에 나타내었다. 계란을 굽기  

생란의 일반세균 분포는 10
5
～10

6
 CFU/g이었으며 장균군은 10

2 
CFU/g의 분포를, 곰팡이는 

101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계란을 구운 직후의 구운 계란에서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

았으며 일반세균과 곰팡이는 10
1
 CFU/g 이하로 검출되었다. 이는 계란을 굽는 과정에서 계란

과 한 기의 온도는 높으나 상 으로 물에 삶는 것보다 열 도율이 낮아 내열성 미생물

과 포자가 생존한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구운 계란의 유통을 하여 PE 포장

지에 낱개 포장을 실시한 이후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은 10
4 

CFU/g으로, 장균군은 10
1 

CFU/g

으로 곰팡이는 10
2
 CFU/g으로 다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구운 계란 제품의 미생물 오염

이 원료보다는 주로 포장과정  환경  작업자를 통한 2차 오염에 의하여 이된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ready to eat 식품의 가공과정  미생물의 오염도를 평가한 부분의 HACCP 

시스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운 계란의 포장유통을 한 보존성의 확보를 

해서는 오염 미생물의 제거를 한 정 살균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0 2 4 6 8

Radiation at

5kGy

After packaging

After cooking

Whole egg

Cell counts (log CFU/g)

Total Bacteria

Coliform

Fungi

Fig. 1- 31. Distribution of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and fungi in the whole baked 

egg during preparation process.

   (나) 구운 계란의 보존  미생물 생장

   구운 계란의 감마선 살균처리  고온가업살균 처리 후 보존기간에 따른 일반 호기성 세균

의 생장변화를 Fig. 1-32에 나타내었다. 미생물 실험을 한 구운 계란은 상온유통을 제로 2

5℃의 항온기에서 12주간 보존하 다. 조구에서 104 CFU/g 수 으로 분포한 일반세균은 1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 10
2
 CFU/g 으로, 2 kGy에서는 10

1
 CFU/g 으로 감소하 으며, 본 실

험의 detection limit에서 3 kGy 이상에서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구운 계란의 

감마선 살균에서 일반세균의 감마선에 한 감수성은 0～1 kGy에서는 0.54 kGy의 D10 값을, 

1～2 kGy에서는 1.08 kGy의 D10 값을 나타내어(data not shown) 조사선량의 범 에 따라 다

른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구운 계란에 분포한 미생물이 서로 다른 방사선 감수성을 갖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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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icroflora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조구의 경

우 보존 1주 후 105 CFU/g, 보존 2주 후에 106 CFU/g 수 까지 일반세균이 증식하 다. 구운 

계란은 10
5
～10

6
 CFU/g의 일반세균 도에서 외 인 부패소견을 나타내었다. 일반세균은 주

로 난백과 난각 부 에서 조직연화  부패를 유발하 다. 1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

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2 CFU/g 수 으로 일반세균 도가 감소하 으나 보존 기간의 경

과에 따라 미생물이 생장하면서 보존 3～4주 후에 10
5
 CFU/g 수 에 도달하여 부패소견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부패 기 에 도달하는 시간은 차 연장되어 2 

kGy 조사 시료는 약 5주 후, 3 kGy 조사 시료는 10주 후까지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한편, 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와 고온 가압살균 처리를 한 시료는 12주의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구운 계란의 감마선 살균처리  고온가압

살균 처리 후 보존기간에 따른 곰팡이의 생장변화를 Fig. 1-33에 나타내었다. 조구에서 102 

CFU/g 수 으로 분포한 곰팡이는 1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 10
1
 CFU/g 으로, 2～3 kGy에서

는 10
0
 CFU/g 으로 감소하 다. 조구 시료는 보존 3주 후 10

4
 CFU/g 수 까지 곰팡이가 증

식하 으며 103～104 CFU/g의 곰팡이 도에서 곰팡이의 생장이 외 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곰팡이의 생장은 부분 계란의 기낭 부 에서 찰되었다. 1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1
 CFU/g 수 으로 곰팡이 도가 감소하 으나 보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존 6주 후에 103 CFU/g 수 에 도달하여 곰팡이 포자가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감마

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부패 기 에 도달하는 시간은 차 연장되어 2 kGy 조사 시료는 

약 6주 후, 3 kGy 조사 시료는 9주 후까지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와 고온 가압살균 처리를 한 시료는 12주의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아 무균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구운 계란의 미생물 살균에는 5 k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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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2.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gamma irradiated and autoclaved whole 

baked egg during storage at 25℃ for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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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3. Growth of fungi in gamma irradiated and autoclaved whole baked egg during 

storage at 25℃ for 12 weeks.    

   (다) 구운 계란의 기계  물성변화

   구운 계란의 감마선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에 따른 기계  물성 변화 측정결과 max force 

of shear는 조구와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온가압살균을 실시한 시료는 조구에 비하여 25% 이상 유의 인 상승이 찰되었다(Table 

1-132). Total work of shearing도 조구와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유의 인 차

이가 없었으나 고온가압살균을 실시한 시료는 조구에 비하여 30% 이상 유의 인 상승이 

찰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이미 열변성을 받은 구운 계란에 한 감마선 조사는 물성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계  물성도 감마선 조사 

직후와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Table 1-132.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autoclaving treatment on the texture profile 

of whole baked egg

Sample
Max force of shear

(N/mm)

Total work of shearing

(N/mms)

 Control 0.143 ± 0.031b 0.463 ± 0.052b

 Gamma

 Irradiation

1 kGy 0.135 ± 0.033
b

0.470 ± 0.047
b

2 kGy 0.138 ± 0.011
b

0.465 ± 0.046
b

3 kGy 0.147 ± 0.014b 0.505 ± 0.055b

5 kGy 0.139 ± 0.026
b

0.425 ± 0.063
b

10 kGy 0.148 ± 0.018
b

0.481 ± 0.040
b

 Autoclaving 0.191 ± 0.035a 0.672 ± 0.068a

a,b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라) 구운 계란의 능검사

      구운 계란의 감마선 살균  고온가압살균 처리에 따른 능평가 결과에서 same-differ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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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구와 5 kGy 선량 이내의 감마선 조사 시료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조구와 10 kGy 감마선 조사 시료는 panel의 66.7%가, 조구와 고온가압살균 처리 시료는 

91.7%가 차이를 구분하 다 (Table 1-133). 문답 결과 10 kGy 감마선 조사 시료는 냄새의 차이가, 고

온가압살균 시료는 물성의 차이가 구분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제품의 선호도 

평가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색, 향, 질감, 맛 모두에서 조구와 1～5 kGy 감마선 조사 시료의 선호도

에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 kGy 감마선 조사 시료는 향과 맛에서, 고온가압살균 시

료는 질감에서 상 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P<0.05). 따라서 구운 계란의 감마선 조사는 5 

kGy 이내의 선량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133.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autoclaving treatment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whole baked egg

A. Same-difference test
Samples vs control

3 kGy 5 kGy 10 kGy autoclaving

Correct (No. of panels) 9 8 16 22

Incorrect (No. of panels) 15 16 8 2

B. Acceptance test
Samples 

Control 3 kGy 5 kGy 10 kGy autoclaving

Color 3.58 3.67 3.46 3.63 3.42

Flavor 4.04
a

4.13
a

3.92
a

3.59
b

3.96
a

Texture 3.79a 3.83a 3.71a 3.67a 3.17b

Taste 3.92a 3.96a 3.83a 3.38b 3.50ab

a,b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 감마선 조사와 천연추출물 첨가 화학발색제 체 고품질 건조육제품(육포) 개발

   (가) 돈육포 제조를 한 천연추출액의 최  첨가량 결정

   돈육포에 첨가하는 천연추출액의 최  배합비 결정을 해 리카추출액(0.1～0.5%)  

매실추출액(2.0～5.0%)을 첨가한 후 돈육포를 제조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134

에 나타냈다. 그 결과, 리카추출액 0.5%와 매실추출액 3.5%를 첨가한 돈육포의 종합  기

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돈육포 제조를 한 최  배합비로 확인되었다. 

Table 1-134. Overall sensory acceptability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the addition 
levels of the natural extracts 

Concentration of 
paprika extract (%)

Concentration of Japanese apricot extract (%)

2.0 3.5 5.0

0.1 3.5c 5.0bc 5.2ab

0.3 4.3bc 5.8a 5.4ab

0.5 5.2ab 6.0a 5.7a

a-c Means within the samples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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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L a b

0 Day

Control 24.39b 2.99b 3.19b

Nitrate 26.33a 4.69a 4.13a

Natural extracts 22.57c 5.19a 3.70ab

SEM 0.833    0.589    0.622

70 Days

Control 19.05b 2.48b 3.10a

Nitrate 23.24a 3.26a 2.35ab

Natural extracts 19.05b 3.32a 1.81b

SEM 1.219     0.556     0.544

   (나) 색도 변화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최  조건으로 제조된 돈육포의 색도(hunter's value)를 분석한 결과

를 Table 1-135에 나타냈다. 제조 직후 명도(L
*
)는 아질산염 처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카  매실추출액 처리구는 낮게 나타났다. 한, 장 70일 후 모든 처리구에서 명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아질산염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색도(a
*
)의 경우 제조 직후 천연추출액 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천연추출액 첨가가 돈육포의 발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 70일 후에도 

천연추출액 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의 색도는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조 직후 황색도(b
*
)의 경우 아질산염 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장 70일 후 반 으

로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리카추출액에 함유된 붉은색은 β-carotene, β-cryptoxanthin, 

cucurbitaxanthin A  violaxanthin (epoxidized carotenoids)등의 carotenoids 색소에 의한 것

으로 , 리카의 천연색소 성분은 아질산염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

다. 한, 리카와 함께 사용된 매실추출액은 항산화성분으로 알려진 rutin  naringenin 

등을 함유하고 있어 장  리카 색소의 분해를 억제하여 장  육색의 안정성에 기여

하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135. Hunter's valu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40). 

   (다) 지질산화도(TBARS) 변화

   천연추출액을 첨가한 돈육포의 지질산화도를 평가한 결과를 Table 1-136에 나타냈다. 돈육

포 제조 직후 천연추출액  아질산염 처리구의 지질산화도는 무처리구에 비해 조  낮게 나

타났다. 그러나, 장 70일 후 무처리구의 지질산화도는 크게 증가된 반면, 천연추출액  아질

산염 처리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천연추출액 첨가가 육포의 지질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육제품 장  지질의 산화는 필수아미노산과 같은 양소의 손실

과 색, 풍미, 향, 조직과 같은 능  품질 하를 유발한다(Aguirrezabal et al., 2001). 이를 억

제하기 해 아질산염, metal-chelating agent  BHA와 BHT와 같은 합성 항산화제등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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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합성항산화제의 경우 인체의 유해성이 차 부각됨에 따라 최근 천연항산화제 사

용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리카의 경우 Vit. A와 Vit. C, 

flavonoids, phenolic acids  carotenoid 색소와 같은 항산화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

카에 있는 매운맛 성분인 capsinoids 역시 항산화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매실에 

함유된 rutin (quercetin-3- rhamnosylglucoside)은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peroxyl radical과 같은 활성산소종의 소거능을 보고한 바 있어 이상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Table 1-136. TBARS (mg MDA/kg sample)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Control Nitrate Natural extracts SEM

0 Day 0.235a 0.227ab 0.229ab 0.0092

70 Days 0.265a 0.234b 0.238b 0.0120

a-b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12). 

   (라) 조직감 변화

   천연추출액을 첨가한 돈육포의 조직감을 확인하기 해 단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137에 나타냈다. 그 결과 제조직후  장 70일 후 천연추출액 첨가 돈육포의 총 단력은 

무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나 육포의 연도 개선에 효과 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육포는 딱딱한 조직감 때문에 섭취하기가 힘든 식품으로 육포의 조직감을 개

선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Kuo and Ockeman (1985)는 육포에 설탕 첨가할 경우 경도

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매실  리카 추출액에 함유된 당류들

이 육포에 부드러운 조직감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37. Texture properti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Treatment Total shearing work (g․s)

0 Day

Control 47978.29a 

Nitrate 47700.21a

Natural extracts 33204.24b

SEM 2139.205

70 Days

Control 67237.08a

Nitrate 66345.04a

Natural extracts 39740.53b 

SEM 3389.103

a-b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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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능학  특성

   돈육포에 천연추출액을 첨가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138에 나타내었다. 제

조 직후  장 70일 후 천연 추출액이 첨가된 돈육포의 외 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색도 측정 결과(Table 1-137)에서와 같이 리카의 색소 성분에 의해 돈육포

의 색도가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천연 추출액 첨가구의 맛과 풍미 한 

무처리구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실추출액에 존재하

는 당과 유기산  리카의 매운맛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역시 물성분석 결

과와 같이 천연추출액 처리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  기호도 역시 천연추출

액 처리구가 무처리구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나, 아질산염은 외  

기호도만 개선된 반면, 천연추출물은 외 , 풍미, 맛, 조직감과 같은 다른 능  특성까지 개

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돈육포 제조시 리

카  매실 추출액의 첨가는 돈육포의 능  품질  장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나 아질산염의 체제로서 매우 효과 일 것으로 기 된다. 

Table 1-138. Sensory properti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Treatment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0 Day

Control 2.57c 3.86bc 4.00ab 4.00ab 4.02b

Nitrate 4.29b 3.14c 3.71b 3.00b 3.96b

Natural extracts 5.71a 5.29a 5.28a 4.57a 5.86a

SEM 0.534 0.522 0.659 0.649 0.659

70 Days

Control 2.75c 3.26
NS

3.13b 3.75ab 3.18b

Nitrate 3.25bc 3.85 2.63b 3.00b 3.25b

Natural extracts 5.25a 4.15 4.38a 4.75a 4.625a

SEM 0.534   0.683   0.504   0.555   0.618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within the column.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84). 

  (5) 즉석취식용 양념돼지갈비구이의 장성 확보를 한 고선량 감마선 조사 용 연구

   (가) 장  미생물 생육변화

   즉석 취식용 양념돼지갈비의 미생물 오염수 을 알아보기 해 원료육, 염지액, 염지육  

가열처리 직 후의 시료들에 한 미생물 수 을 검사하 다(Table 1-139). 염지가 끝난 시료의 

미생물 수 은 5 log CFU/g 수 으로 원료육(3 log CFU/g)에서 보다는 염지액(6 log CFU/g)

으로부터 미생물이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지액에 사용된 고춧가루와 고추장 등은 

일반 으로 높은 수 의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고, 부분의 오염미생물은 Bacillus spp.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가열 직후 양념 돼지갈비의 호기성 미생물의 수는 2 log CFU/g로 가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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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정으로 약 3 log CFU/g의 미생물 감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선량 감마선 조사 후 

장기간 동안 미생물 생육에 한 결과를 Table 1-140에 나타냈다.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구

들에서는 어떠한 미생물의 생육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장 4일째에는 

10 kGy 조사구, 7일째에는 20 kGy 조사구, 14일째에는 30 kGy 처리구에서 미생물 생육이 

찰되었다. 그러나, 40 kGy와 50 kGy 조사구에서는 장 21일째까지 어떠한 미생물의 생육도 

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De Bryun. (2001)에 보고한 완 멸균 beef steak 제조시 용한 44 

kGy의 방사선 조사선량 범 에 해당하 다. 가공식품의 기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생성, 안 성  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 식품의 장 기에 총균수가 많

으면 부패 변질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장 기에 총균수가 을수록 장성이 좋아

진다고 볼 수 있다). 사막이나 우주 환경과 같은 식품 장 조건에서의 극한환경은 육제품의 변

질에 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간 장을 해서는 완  멸균기술의 도입

이 필수 이다(Heidelbaugh, 1966). 따라서 장기 장이 가능한 한국형 육제품 개발을 해서는 

비열처리 살균법(cold pasteurization)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Byun, 2005). 

Table 1-139. The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raw pork rib meat, curing solution, 

cured raw meat and cooked meat. 

(Log CFU/g)

Raw meat
Curing 

solution

Cured raw 

sample

Cooked

sample

Total aerobic 

bacteria
3.50±0.10

1)
6.34±0.13 5.69±0.09 2.32±0.08

1)
Average of 5 replicate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1-140.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gamma-irradiated ready-to-eat cured pork 

rib meat during acceleration storage at 35℃ 

(Log CFU/g)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4 7 14 21

0 2.32±0.15
1)

4.56±0.09 5.98±0.78 7.56±0.57 8.94±0.91

10 ND2) 2.38±0.10 3.11±0.35 4.60±0.39 4.82±0.79

20 ND ND 3.66±0.42 2.23±0.16 3.48±0.53

30 ND ND ND 2.07±0.48 2.96±0.86

40 ND ND ND ND ND

50 ND ND ND ND ND

1)Average of 5 replicates (mean ± standard deviation).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2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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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육속도측정법을 이용한 장기간 측

   식품 장  미생물 생육속도를 측하기 하여 35℃에서 21일 동안 가속 장하여 감마

선 조사된 양념 돼지갈비구이의 미생물 생육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Table 1-141). 비조사구의 

기미생물수(N0)은 2.0 Log CFU/g으로 나타났으나 10 kGy 이상 조사구는 모두 검출한계(10
2
 

CFU/g) 이하로 감소하 고 10, 20  30 kGy 조사구는 각각 4, 7  14일 이후에 미생물 생

육이 찰되었으며, 40 kGy 이상 조사구는 21일까지도 미생물 생육이 검출되지 않아 완 멸균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조사구의 최 성장률(μmax)은 1.13 Log CFU g
-1

day
-1
인 반면 조사구는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감소하여 10, 20, 30 kGy 감마선 조사구의 최 성장률은 1.13, 0.60, 

0.52, 0.18 Log CFU g
-1

day
-1
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기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생

성, 안 성  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 식품의 장 기에 총균수가 많으면 

부패 변질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장 기의 총균수가 을수록 장성이 좋아진다. 

일반 으로 식품에서 총균수가 10
6
 CFU/g에 도달하면 부패 기, 10

7
 CFU/g 에서는 부패 상

이 나타나 더 이상 가식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미생물수가 10
6
-10

7 
CFU/g에 이르

을 때 심한 부패취와 액질이 형성되는 등 형 인 부패 상을 나타내었다. 비조사구는 

가속 장시 4-7일에 부패가 시작되었으나 10 kGy 이상 조사시 21일 이상 부패시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측되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기미생물의 감소는 장성을 연장시키며,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기간의 연장과 함께 미생물의 성장률도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Table 1-141. Kinetic parameters of total aerobic bacterial growth and shelf-life of 

ready-to-eat marinated pork rib steaks during acceleration storage at 35℃ 

Dose

(kGy)

N0
1)

(Log CFU/g)

μmax2)

(Log CFU 

g-1day-1)

Undetected day
3)

(days)

Shelf-life
4)

(days)

0 2.0 1.13 - 4-7

10 <2.0 0.60 <4.0 >21

20 <2.0 0.52 <7.0 >21

30 <2.0 0.18 <14.0 >21

40 <2.0 - 21 >21

50 <2.0 - 21 >21

1)N0 means initial counts of total aerobic bacteria.

2)μmax means maximum growth rate of total aerobic bacteria during storage periods.

3)Undetected day means that the period viable cell not detected limit <102 CFU/g

4)Shelf-life means time for spoilage induced to reach N=106-107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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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질 산화도 변화

   즉석 양념돼지갈비구이의 가속 장  malondialdehyde(MA)값의 변화는 Table 1-142에 

나타내었다. 가열처리 직후 MA 값은 비조사구에서는 3.08 μg/g으로 가열에 의한 산화가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10, 20, 30, 40, 50 kGy의 MA 값은 각각 4.61, 5.32, 

6.09, 6.52과 7.21 μg/g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MA값은 조사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질산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40 kGy와 50 kGy 처리구의 경우 심한 지질산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발견되어 고선량 방사선 조사를 용하기 해서는 지질산화를 히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방사선 조사시 식육제품의 지질산화를 억제시키는 방

법이 보고되었다. 그  포장방법 개선, 항산화제 첨가, 방사선 조사시 온도(De Bryun, 2001), 

이들 가공방법들의 융합을 통한 huddle 기술 등이 실 으로 용이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는 지질의 산화를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여러 연

구에서 기조건에서의 방사선 조사가 식육제품의 장  지질 산화에는 크게 여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10 kGy 내외의 방사선 조사의 경우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2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육제품의 지방산패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142. Changes of TBA values of gamma-irradiated ready-to-eat pork rib meat 

during storage at 35℃

(unit: μg malondialdehyde/g sample)

Dose

(kGy)

Storage periods (day)

0 4 7 14 21

0 3.08±0.26a1)v2 4.57±0.39aw 5.33±0.16ax 6.05±0.12ay 6.58±0.44az

10 4.61±0.36
3)bv

5.42±0.80
abvw

6.34±0.21
bw

6.87±0.18
bx

7.18±0.56
abxy

20 5.32±0.12
cv

6.12±0.64
bw

6.94±0.83
bcwx

7.35±0.16
cxy

7.53±0.35
by

30 6.09±0.24dv 6.95±0.47bcw 7.62±0.44cx 8.08±0.35dxy 8.19±0.42cy

40 6.52±0.32
dv

7.31±0.02
cw

7.95±0.74
cdwx

8.47±0.62
dexy

8.63±0.07
dy

50 7.21±0.36
ev

7.89±0.24
dw

8.54±0.31
dx

9.04±0.15
ey

9.16±0.31
ey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v-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Average of 5 replicates (mean ± standard deviation).

  (6)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검역 생화 기술 개발

   (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냉동치즈볼의 미생물 사멸효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냉동치즈볼의 미생물 사멸효과와 D10 값을 각각 Table 1-143와 Fig. 

1-34에 나타냈다. 감마선 비조사 조구의 총균수는 4.4 log CFU/g 수 으로 냉동치즈볼 제조

과정  열처리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냉동치즈볼은 식품공

상 가열 후 섭취냉동식품  냉동  가열제품에 해당되며 세균수  장균군은 각각 g당 

100,000  10 이하 이어야한다. 본 실험의 경우 세균수가 기 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한 식품가공  취 상황을 감안할 경우 여 히 높은 수치로 사료되며, 이는 재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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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조되고 있는 조리냉동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가 시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감마선 조사된 냉동치즈볼의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수가 유의 으

로 감소하여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인 100 

CFU/g 이하로 나타났으며, D10 값은 1.25 kGy로 나타났다. 효모  곰팡이는 비조사 조구의 

경우 2.8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0.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모두 검출한

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Listeria spp.  장균군은 비조사구  조사구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

았다. 한편, 냉동치즈볼에 E. coli (KCTC 1682) 배양액을 종한 후 장균에 한 감마선 조사

의 향을 확인한 결과(Fig. 1-35), 비조사구의 경우 장균수가 8.15 log CFU/g 이었던 것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2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 검출 최소 

한계인 100 CFU/g 이하로 나타났다(D10 value = 0.25 kGy). 한,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감

수성은 방사선 조사시의 온도, 산소, 수분, 미생물의 성장단계  배지조성과 같은 인자들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즉 동일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변화하게 된다(Molins, 2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재 시

되고 있는 냉동치즈볼  치즈스틱과 같은 치즈를 원료로 한 즉석편의식품의 유통기한이 약 

6-9개월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3 kGy 정도의 감마선 조사로 기 미생물을 

제어한다면 유통기간동안 미생물학 으로 안 한 장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 수출을 한 검

역시의 문제 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43. Total aerobic bacteria and yeasts and molds counts (log CFU/g) of cheese 

ball after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

0 4.4
a1)

2.8

0.5 3.6
b

<2.0

1.0 3.4b <2.0

1.5 3.2
c

<2.0

2.0 2.7
d
 <2.0

2.5 2.2e <2.0

3.0 <2.0
2)

<2.0

SEM
3)

0.19 -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2.0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
2
 CFU/g.

3)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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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5. Survival curve of E. coli KCTC 1682 inoculated in cheese ball and D10 Value

   (나) 지방산패도 변화

   감마선 조사 직후  냉동 장기간  냉동치즈볼의 지방산패도 변화를 Table 1-144에 나

타냈다. 감마선 조사직후 TBA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TBA값이 유의 으로 증가하

는 경향이었으나, 1 kGy와 3 kGy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 조구와 비교할 때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장 3개월 후 지방산패도는 모든 시료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지방산패도의 증가폭도 커지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직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3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비조사 조구와 비교할 때 유의 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는 산소가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을 산화시

킨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시 tocopherol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방의 산화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냉동치즈볼 역

시 지방함량이 약 10-15% 정도로 방사선 조사시 지방산화를 완 히 억제할 수는 없으나, 지방

의 산화를 방지하기 해 항산화제를 첨가하거나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병용한다면 방사선 조

사에 의한 지방산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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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44. Changes of TBA values (malondialdehyde μg/g) of gamma-irradiated cheese ball 

during storage at -20℃

Storage 

(month)

Irradiation Dose (kGy)
SEM3)

0 1 3 5 7 10

0 0.147
ay1)

0.163
ay

0.159
ay

0.218
aby

0.256
by

0.295
cy

0.0211

3 0.189
az

0.194
az

0.209
abz

 0.274
bz

0.321
bcz

0.369
cz

0.0198

SEM
2)

0.0235 0.0166 0.0182 0.0191 0.0207 0.0255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y-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 
3)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다) 능평가

   감마선 조사된 냉동치즈볼의 조리 능  특성을 평가하기 해 130℃로 가열된 기름에 3

분간 튀긴 후 수용도  조사취를 평가하 다(Table 1-145). 능평가결과 향, 맛, 종합 기호도

는 3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조구와 비교할 때 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수가 유의 으로 낮아졌다. 한, 방

사선 조사취는 3 kGy 이하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5 kGy 이상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방사선에 의한 이취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래디컬의 작용으 단백질과 지방

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  품질 하는 방사선 조사시의 지방산화와 

마찬가지로 조사선량, 조사시의 환경조건과 식품의 종류  구성성분 등 그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방사선 조사시 발생되는 이취 상 역시 천연 항산화제 첨가 는 진공포장 등의 방

법을 이용하여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항산화제 첨가 

는 포장방법  방사선 조사 조건 등에 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나, 약 3 kGy 감마선 조사로도 냉동치즈볼의 능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

에 미생물학  장안 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교역을 한 검역처리 방법으

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냉동식품의 

생화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45. Sensory scores of gamma irradiated-cheese ball fried at 130℃ for 3 min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SEM
2)

0 1 3 5 7 10

Color 5.2
a

5.0
a

5.3
a

5.0
a

4.9
a

5.1
a

0.166

Flavor 5.2
a

5.2
a

5.4
a

4.9
ab

4.4
b

3.1
c

0.245

Taste 5.5
a

5.4
a

5.2
a

4.7
ab

4.3
b

3.7
c

0.283

Overall acceptability 5.2
a

5.3
a

5.1
a

4.7
ab

4.2
b

3.3
c

0.295

Irradiation odor 1.9
c
 2.1

c
 1.7

c
2.6

b
2.9

b
3.5

a
 0.312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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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마선 기술  실크 펩타이드 이용 고품질 무균 육가공제품 개발

   (가) 모델시스템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실크 펩타이드의 항산화 활성 평가 

   햄버거 패티는 10% 정도의 높은 지방함량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므로 햄버거 패티 제조시 

가열처리  장에 의한 지방 산화 문제시 된다. 한, 감마선 기술은 미생물살균에는 매우 

효과 이나, 지방의 산화를 진시키는 단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 실크 펩티

드를 용해시킨 모델시스템을 이용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후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여 감마선 조

사가 실크 펩티드의 항산화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실크 펩티드는 항산화활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된 실크 펩타이드의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은 감마선 조사선량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실크 펩티드의 항산화

활성이 감마선조사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36). 한, 자공여능을 50% 감

소시키기 한 실크 펩티드의 최소 농도(IC50)를 측정한 결과 5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하 으며, 50  100 kGy 감마선 조사구는약 70%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7). 이와 같은 상을 규명하기 한 보다 구체 인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감마선 기술을 효과 으로 사용한다면 특정물질에 해 항산화효

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종합하여 볼 때 실크 펩티드

는 햄버거 패티와 같은 방사선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 효과 인 항산화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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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크 펩티드를 첨가한 햄버거 패티의 품질특성 평가 

   가열 감량 

   심온도를 70℃가 되도록 가열 처리한 후 방냉을 끝낸 시료의 가열감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146에 나타냈다. 첨가량 5% 미만의 경우 가열감량에 유의  변화는 없었으나 실크 펩

티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7% 첨가구의 경우 가열감량이 유

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크 펩티드 첨가가 햄버거 패티의 보수력  유화

안 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실크 펩티드 첨가에 의해 제품의 수율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Table 1-146. Cooking losses of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after cooking at 70℃ 

for 1 hr 

Silk peptide content (%) Cooking loss (%)

0 11.33a

3 11.29a

5 10.99a

7 8.95b
a-b

Means within a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미생물 오염도 

   실크 펩티드를 첨가하여 제조한 햄버거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는 Table 1-147과 같다. 가열

처리를 끝낸 무첨가구 시료에서는 약 6 log cycle (CFU/g)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열처리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미생물학  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실크 펩티드 첨가구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수가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크 펩티드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Bacillus 등의 부패/병원성 미생물의 생

육을 억제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실크 펩티드가 

미생물 감소에 효과가 있는 다른 이유로는 실크 펩티드 첨가에 의해 Aw가 감소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햄버거 패티에 오염된 미생물을 실크 펩티드 첨가만으로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른 식품 살균기술의 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47. Status of contaminated microorganisms of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Silk peptide content (%) Viable cells (log CFU/g)

0 6.33

3 5.21

5 4.15

7 4.39

   물성 변화 

   실크 펩티드가 첨가된 햄버거 패티의 경도, 탄성  착성을 Table 1-148에 나타냈다. 경도

는 실크 펩티드 5% 미만 첨가구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 첨가구의 경우 경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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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해 경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탄성과 착성의 경우 실크 펩티드 첨가에 의해 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크 펩티드 첨가에 의해 경도가 감소하게 된 주원인은 실크 

펩타이드 첨가에 의한 햄버거 패티의 부피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

은 실크 펩티드를 5% 이하로 첨가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물성변화를 최소

화하기 한 최  실크 펩티드 첨가량은 5%로 단된다. 

Table 1-148. Textural properties of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Silk peptide (%) Hardness (g) Springiness (mm) Adhesiveness (g․mm)

0 272.91a 0.94 -0.8628

3 261.04a 0.91 -0.9630

5 246.95a 0.92 -0.8619

7 204.87b 0.92 -0.8136
a-bMeans within a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색도 변화 

   실크 펩티드가 첨가된 햄버거 패티의 색도 변화는 Table 1-149과 같다. 실크 펩티드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  색도(a)는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황색도(b)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크 펩티드가 햄버거 패티의 색도변화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향후에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아질산염(NO2)의 

체 방법으로서 실크 펩티드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149. Hunter's color values of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Silk peptide (%)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0 54.91ab 5.05c 16.35a

3 53.34b 5.62b 16.57a

5 56.59a 6.38ab 15.45b

7 57.37a 6.72a 15.54b
a-cMeans within a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능 평가

   실크 펩티드를 첨가한 햄버거 패티의 능  특성은 Table 1-150에 나타냈다. 실크 펩티드

가 첨가된 햄버거 패티는 외 , 후각, 미각, 조직감  종합  기호도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무

첨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색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크 펩티드 첨가시 색

도  명도가 증가하 기 때문에 외 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후각  미각의 경우도 실크 

펩티드의 첨가에 의한 풍미 증진으로 높은 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결과들은 

실크 단백질 는 펩티드를 편과 빵 등의 식품에 첨가할 경우 능  품질이 상승한다고 보

고하여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 다. 한편, 조직감의 경우 물성측정 결과 경도가 감소하 던 

것과 조 으로 실크 펩티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물성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경도 감소가 오히려 햄버거 패티의 조직감을 향상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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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0. Sensory evaluation of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Silk peptide (%)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4.09b 4.13b 3.79b 4.02b 4.05b

3 4.56ab 4.70a 5.14ab 5.10a 5.08a

5 4.31ab 4.66a 5.29ab 4.79ab 4.86a

7 5.31a 4.68a 5.86a 5.09a 5.29a
a-bMeans within a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다) 가속 장  감마선과 실크 펩티드 병용처리한 햄버거 패티의 품질 변화

   미생물 생육 변화

   실크 펩타이드와 감마선을 병용처리하여 제조한 즉석 햄버거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는 

Table 1-170와 같다. 가열처리 후 감마선 비조사구의 총균수는 log 4.15 CFU/g에서 실크 펩티

드 첨가에 의해 미생물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크 펩티드 함량별 연구결과(Table 

1-151)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한, 감마선 조사 직후( 장 0일) 햄버거 패티의 미생물

수는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모두 검출한계 (log 2 CFU/g) 이하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햄버거 패티의 기 미생물 감소에 효과 임을 입증하 다. 한편 햄버거 패티의 가속

장  미생물 생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미생물 수는 실크 펩티드의 첨가 여부에 계없이 

비조사구의 경우 장 1-3일 안에 부패가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5 kGy 감마선 조사

구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해 미생물 생육이 늦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장 5일째 부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장 7일째 까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크 펩티드의 경우 미생물수 감소  미생물 생육 지연

효과는 있으나, 장  미생물의 생육을 완 히 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햄버거 패티

의 미생물학  장 안 성 확보를 해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의 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151. Changes of viable cells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Log CFU/g)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s (day) at 30℃

0 1 3 5 7

0

0 4.15 5.02 8.02 -
1)

-

5 ND2) 2.90 5.32 7.81 -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5

0 2.80 4.32 8.12 - -

5 ND 2.60 4.32 6.91 -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1)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due to spoilage.
2)Not detected with the detection limit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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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의 변화

   가속 장 기간  실크 펩티드와 감마선을 병용처리한 햄버거 패티의 pH 변화를 Table 

1-152에 나타냈다. 장  햄버거 패티의 pH는 약 6.2 - 6.4 정도 으며, 실크 펩타이드 5% 

첨가구의 pH는 무첨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감마선에 의한 pH 변화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속 장  pH 변화는 미생물 생육결과와 유사하여 미생물 생육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햄버거 패티에 첨가된 탄소원이 미생물 사에 의해 산

을 생성하 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감마선 비조사구의 경우 미생물 생육에 의해 pH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7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의 pH는 장 7일째 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 생육결과와 일치하 다.

   지방산패도의 변화

   가속 장 기간  햄버거 패티의 지방산패도 변화를 Table 1-153에 나타냈다. 실크 펩티드 

5% 첨가구의 TBA 값은 무첨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실크 펩티드 첨가가 햄버거 패티 제조

시 가열에 의한 지방산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직후 햄버거 패티

의 TBA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실크 펩티드 첨가구

가 무첨가구에 비해 감마선에 의한 지방산화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52. Changes of pH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SEM
1)

0

0 6.28 6.04 4.34 -2) - 0.10

5 6.23 6.10 6.02 5.16 - 0.12

7 6.25 6.25 6.27 6.23 6.20 0.09

10 6.26 6.23 6.24 6.14 6.22 0.10

SEM 0.09 0.08 0.05 0.10 0.09

5

0 6.38 6.09 4.88 - - 0.08

5 6.42 6.12 6.05 5.82 - 0.05

7 6.43 6.36 6.31 6.30 6.23 0.06

10 6.39 6.35 6.25 6.36 6.28 0.10

SEM 0.11 0.05 0.06 0.08 0.09

1)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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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3. Changes of TBA value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mg malonaldehyde/kg samples)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SEM1)

0

0 3.30
xc

3.67
xb

3.54
xc

-
2)

- 0.16

5 4.02zb 4.20ya 4.45yb 5.14xa - 0.14

7 4.35
ya

4.41
ya

4.63
by

5.23
xa

5.98
xa

0.32

10 4.48
zy

4.39
za

4.98
ya

5.57
xa

5.49
xa

0.16

SEM 0.06 0.12 0.12 0.43 0.18

5

0 2.77
yc

2.85
yc

3.32
xb

- - 0.08

5 3.50
yb

3.52
yb

4.24
xa

4.25
xa

- 0.04

7 3.97yza 3.68zb 4.37xa 4.27xya 4.10xyb 0.13

10 4.05
ya

4.08yayaya 4.29
ya

4.02
yb

5.26
xa

0.20

SEM 0.04 0.11 0.23 0.06 0.11

a-c: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z: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이는 감마선 조사된 실크 펩타이드의 항산화활성이 증가한다는 결과(Fig. 1-35~1-37)와 일치

하는 것으로서 실크 펩티드가 가열에 의한 지방산패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

패 억제에도 효과 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한편, 장 기간  TBA 값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해 증가폭이 커져 감마선 조사가 햄버거 패티 장 의 

지방산화를 진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크 펩티드 첨가구의 경우 무첨가구에 

비해 장기간 의 지방산화 정도가 어 실크 펩타이드가 장 의 지방산패 감소에도 효

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실크 펩티드의 첨가가 가열과 감마선 조사  가속

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햄버거 패티의 지질 산패를 억제시켜 TBA값이 낮아짐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햄버거 패티 제조시 지방 산화를 방지하기 해 항산화제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산패도 측정 결과 시료의 TBA 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BHA, BHT, tocopherol 등 기존에 알려진 항산화제 외에도 천연물을 이용하여 지방산패를 억

제할 수 있다고 보고 는데, Karpiňska et al. (2000)은 minced meat balls에 rosemary extract

를 첨가하 을 때 지질 산화를 지연시켜 rancid taste의 형성을 지연시켰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를 뒷받침 하 다.

   색도의 변화

   가속 장 기간  실크 펩타이드  감마선 병용처리 된 햄버거 패티의 색도 변화를 

Table 1-154, 1-155, 1-156에 나타냈다. 색도의 경우 실크 펩타이드 첨가에 의해 약간 증가하

여 Table 1-156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햄버거 패티의 명도와 황색도도 마찬가지로 

실크 펩티드 첨가에 의해 각각 증가 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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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평가한 결과 Fig. 1-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색도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 다. 한편, 명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황색도의 경

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  육제품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

택의 변화는 식육에 함유된 myoglobin의 산화에 의한 향인데, 일반 으로 가열 후 

myoglobin은 metmyoglobin으로 과산화한 후 변성되어 안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수분의 이온화로 생성된 라디칼들의 작용으로 metmyoglobin  heme 색소가 다시 

산화되어 염지육과 같은 선홍색의 색을 띄게 된다. 

Fig. 1-38. Appearance of hamburger patties treated with silk peptide or 

gamma-irradiation. 

Table 1-154. Changes of L-value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SEM
1)

0

0 60.08 57.88 58.32 -
2)

- 0.15

5 59.78 58.74 58.91 60.05 - 0.18

7 60.57 59.01 59.24 60.12 59.99 0.09

10 61.94 61.15 59.16 59.61 59.14 0.13

SEM 0.11 0.21 0.18 0.08 0.11

5

0 62.49 60.01 60.28 - - 0.11

5 61.36 60.59 59.91 60.78 - 0.18

7 61.48 60.02 60.04 61.19 60.84 0.10

10 61.69 60.73 60.32 61.68 60.88 0.09

SEM 0.09 0.08 0.11 0.13 0.14
1)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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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55. Changes of a-value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SEM
1)

0

0 5.34 5.52 5.19 -2) - 0.08

5 5.53 5.51 5.30 5.00 - 0.07

7 5.85 5.72 5.51 5.49 5.31 0.11

10 6.11 5.69 5.71 5.51 5.28 0.09

SEM 0.13 0.09 0.05 0.06 0.10

5

0 5.49 5.53 5.39 - - 0.06

5 5.74 5.80 5.62 5.50 - 0.05

7 6.01 6.00 5.92 6.01 5.88 0.08

10 6.54 6.61 6.32 6.11 6.21 0.07

SEM 0.09 0.10 0.08 0.10 0.13
1)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Table 1-156. Changes of b-value in gamma-irradiated hamburger steak with silk peptide 

during storage at 30℃

Silk peptide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1 3 5 7 SEM1)

0

0 13.52 15.24 17.00 -
2)

- 0.12

5 14.48 15.27 14.87 13.58 - 0.08

7 15.35 15.32 15.81 14.79 14.22 0.15

10 16.58 15.69 14.55 14.99 13.73 0.20

SEM 0.13 0.08 0.09 0.10 0.11

5

0 13.09 15.30 16.12 - - 0.08

5 13.51 14.91 15.10 15.02 - 0.12

7 13.49 14.57 15.06 14.92 14.23 0.10

10 15.76 15.25 15.02 15.21 14.22 0.09

SEM 0.15 0.10 0.08 0.11 0.05
1)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2)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because of spoilage.

   능평가

   감마선 조사와 실크 펩티드를 병용처리 한 햄버거 패티의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157과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크 펩티드를 첨가한 경우 무첨가구에 비해 능

수가 증가하여 실크 펩티드 첨가가 햄버거 패티의 능  품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에 의한 향을 평가한 결과 실크 펩티드 무첨가구의 경우 색도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색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 맛, 종합  기호도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이취 발생으로 인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능  품질이 하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시 생성된 자유 라디칼에 의해 지방

의 산패  풍미 성분의 분해가 진행되어 이취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조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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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크 펩티드를 첨가한 햄버거 

패티를 감마선 조사한 경우 실크 펩티드 무첨가구와 같이 외 을 제외한 향, 맛, 종합  기호

도가 비조사구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크 펩티드 첨가구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향이 무첨가구에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크 펩티드의 항산화 효과  풍미 증진 

효과에 의해 능  품질 하를 억제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크 펩타이드는 감마

선 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능  품질 하 방지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1-157. Sensory properties of gamma-irradiated hamburger patty with silk peptide 

immediately after gamma-irradiation

Silk peptide

(%)

Dose

(kGy)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0 4.3 6.0 5.8 5.6 5.8

5 5.8 5.3 5.1 5.4 5.5

7 5.6 3.2 4.3 5.6 4.3

10 5.5 2.6 3.5 5.3 3.7

SEM
1)

0.24 0.31 0.16 0.22 0.23

5

0 4.5 6.2 6.1 5.2 5.6

5 5.3 6.1 6.2 5.6 5.7

7 5.6 5.5 5.5 5.4 5.5

10 5.5 4.2 4.7 5.0 4.5

SEM 0.32 0.28 0.33 0.25 0.19

1)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s.

  (8) 감마선 이용 유아용 유제품 오염 신종 병원균 살균기술 개발

   (가) D10-values   

   액체배지(TSB)와 분말 유아식 모두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E. sakazakii가 효과 으로 사멸

되었다(Fig. 1-38). 액체배지와 분말유아식의 방사선 감수성(D10값, 90%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선

량)은 각각 0.27 kGy, 0.76 kGy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E. sakazakii ATCC 29544

의 D10값은 E. coli 는 Salmonella typhimurium과 같은 다른 그램 음성 식 독 원인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이 액체배지에서 0.2-0.5 kGy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액체배지 환경에서 E. 

sakazakii ATCC 29544의 D10을 체선량(0-2.0 kGy)에서의 결과로 산출하면 0.27 ±0.05 kGy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0.3 kGy 이하의 선량 조사시 선량에 비례 으로 사멸되지 않는 

shoulder부분이 나타났다(Fig. 1). 비례 으로 사멸되지 않은 0.3 kGy를 제외하고 D10값을 다시 

산출하면 0.22 kGy(R
2
=0.997)으로 나타났다. 분말 이유식 환경에서 E. sakazakii의 D10값은 0.76 

kGy로 액체배지 환경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조사 동안의 온

도, 성장 단계, 산소  항산화제의 유무, 수분활성, 배지조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수분활성이 낮은 분말 식품에 방사선 조사하면 수분의 방사선 분해산물에 의한 이차  효과가 

억제되어 미생물 내 DNA 괴에 의한 미생물사멸을 억제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한 방

사선 선량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E. sakazakii ACTT 29544의 액체배지와 건조 분말유아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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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 으나 보다 다양한 E. sakazakii 균주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

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y = -3.713x + 0.6016
R2 = 0.97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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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3239x + 0.1955
R2 = 0.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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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8. Survival of E. sakazakaii inoculated on broth (A) and dehydrated infant formula 
(B) after gamma-irradiation. The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나) 생존  재성장    

   많은 연구자들은 건조 분말유아식을 재수화할 때 E. sakazakii를 사멸시키기 해 70℃ 이

상의 뜨거운 물로 재수화 할 것을 권장한다. Edelson-Mammel과 Buchanan은 12가지 E. 

sakazaii균주를 상으로 재수화시 가열에 의한 사멸율을 평가하 다. 12가지 균주의 D58값은 

30.5-591.1 로 나타났고 E. sakazakii ATCC 29544의 D58값이 367.1으로 열 항성이 다른 균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 sakazakii ATCC 29544를 건조 분말유아식에 

종하여 감마선 조사와 80℃ 온수의 사멸효과를 비교하 다. 기 E. sakazakii수는 8.5±0.05 log 

CFU/g 이었다. 3 kGy선량 의 감마선 조사 혹은 80℃ 온수로 재수화하 을 때 E. sakazakii수는 

각각 5.91±0.03 Log CFU/g, 5.40±0.03 Log CFU/g으로 나타나 유사하 다. 5 kGy선량의 감마

선 조사는 E. sakazakii를 검출한계(10
2
 CFU/g)이하로 사멸시켰다. 장 실험에서 건조 분말유

아식의 E. sakazakii수는 0일보다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Table 1-158). 이는 건조 상태에서 생

장이 정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분말 유아식에 매우 낮은 수 으로 E. sakazakii가 오염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E. sakazakii와 련된 질병사고가 보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

히 유아 식품의 E. sakazakii의 완 사멸은 매우 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재수화된 유아식에서 

E. sakazakii이 생육한 것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들을 볼 때 E. sakazakii는 일반 으로 6-45℃

의 온도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가정의 많은 냉장고 온도는 7-10℃로 E. 

sakazakii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수화된 분말 유아식에서 E. sakazakii의 

생육여부를 평가하기 해 장실험을 하 으나 재수화 후 10℃에서 6시간까지 장하는 동안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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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akazakii은 더 이상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Table 1-159). 따라서 질병사고의 험을 이기 

해서는 건조 분말유아식에서 기 E. sakazakii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5 kGy 선량까지의 

감마선 조사는 분말 유아식을 재수화 는 가열 하 을 때에도 색  향 등 능  품질에 

향을 주지 않았다(Table 1-160). 결론 으로 5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분말 유아식에 

8.0-9.0 Log CFU/g의 높은 수 으로 종된 E. sakazakii를 분유의 능  품질 변화 없이 완

히 사멸시켰다. 그러나 실제 분말 유아식의 E. sakazakii의 오염도가 1-10 CFU/g의 매우 낮은 

수 임을 감안할 때 분말 유아식의 양  품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생물을 완 히 사멸시

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 선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Table 1-158. Radiation D-values (kGy) of E. sakazakii inoculated on broth and dehydrated 

infant formula

D10-value

Tryptic soy broth 0.27±0.05
a

Dehydrated infant formula 0.76±0.08

a Numbers are D-values plus or minu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with 
two measurement in each experiment.

Table 1-159 Survival and regrowth of E. sakazakaii (Log CFU/g) inoculated on infant 
formula after gamma-irradiation

Storage 
timea (day)

Storage time 
after 

rehydrationb (hr)

Treatment

Gamma-irradiationc (kGy) Heatd (℃)

0 1 3 5 80

0 0 8.51±0.05
e

7.76±0.12 5.91±0.03 ND
f

5.40±0.03

3 8.60±0.09 7.86±0.01 5.88±0.01 ND 4.95±0.05

6 8.59±0.13 7.79±0.05 5.83±0.05 ND 5.21±0.03

1 0 8.68±0.08 7.40±0.19 5.04±0.03 ND 5.43±0.10

3 8.61±0.19 7.34±0.01 4.95±0.05 ND 5.30±0.04

6 8.74±0.02 7.26±0.02 5.00±0.06 ND 5.48±0.06

3 0 8.30±0.02 6.84±0.09 4.92±0.03 ND 4.67±0.03

3 8.23±0.15 6.79±0.05 4.94±0.05 ND 3.90±0.05

6 8.15±0.05 6.81±0.03 4.87±0.12 ND 3.78±0.01

6 0 8.04±0.04 7.11±0.03 4.63±0.03 ND 4.92±0.01

3 7.96±0.12 7.04±0.02 4.66±0.05 ND 4.61±0.12

6 8.01±0.10 6.91±0.03 4.38±0.07 ND 4.60±0.03

10 0 8.15±0.01 7.00±0.05 4.39±0.03 ND 4.25±0.06

3 8.23±0.09 6.91±0.03 4.92±0.09 ND 3.90±0.05

6 8.30±0.03 7.02±0.10 4.52±0.05 ND 4.52±0.05

15 0 8.18±0.02 6.88±0.02 4.38±0.02 ND 4.81±0.02

3 8.15±0.01 6.97±0.03 4.45±0.05 ND 3.34±0.07

6 8.04±0.12 6.72±0.09 4.48±0.06 ND 3.45±0.01

a 
Stored dehydrated infant formula at 30℃ after gamma-irradiation.

b Stored rehydrated infant formula at 10℃.
c Dehydrated infant formula was tested after rehydration by room temperature water.
d 

Dehydrated infant formula was tested after rehydration by heated water at 50℃.
e Numbers are population of E. sakazakiiplus or minus the standard deviation.
f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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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0. Sensory properties of irradiated infant formula after rehydration

Dose (kGy) Color Milk flavor Off-flavor

Room temperature 
a

0 4.67±1.000C N.S 4.11±0.601N.S 1.89±0.928N.S

1 4.11±0.928 4.22±0.833 1.78±1.301

3 4.11±0.781 4.56±1.014 1.67±0.707

5 4.22±0.833 4.33±0.866 1.89±0.928

Heated at 50℃ b

0 4.00±0.707N.S 4.00±0.866N.S 1.33±0.707N.S

1 4.33±1.118 3.78±0.972 1.56±1.013

3 4.78±0.600 4.11±0.928 1.89±1.054

5 4.11±0.601 4.11±1.054 2.11±0.782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cores at the 5% level.
a 

Dehydrated infant formula was tested after rehydration by room temperature water.
b Dehydrated infant formula was tested after rehydration and heating at 50℃.
c Numbers are intensity score plus or minus the standard deviation.

  (9) 감마선 이용 벌꿀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기술 개발

   (가) 꿀의 미생물학  평가

   미생물 분석결과 효모  곰팡이와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미생물수는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Table 1-161). 잡화꿀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은 3 kGy로 조

사하 을 때 완  사멸되었고, 감꿀과 Clostridium 속 한 3 kGy로 조사할 때 완  사멸되

었다. 우리나라 식품공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균수의 규격은 당침인삼(벌꿀 70% 이상)의 경우

는 50 × 103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벌꿀과 일반가공식품 

일반생균수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벌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생물 생육 억제력의 

향이라고 볼 수 있다.

   Shizosaccharomyces pombe 

   선량에 따라 그 수가 유의 으로 감소하 고 D10 값으로 나타낸 결과 밤꿀이 2.70 kGy로 

가장 높았으며 잡화꿀이 2.19 kGy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Table 1-162, 1-163).감마선에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감마선 조사시의 온도, 산소, 수분, 미생물의 성장단계  배지조성과 같

은 인자들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즉 동일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감마선에 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변화하게 된다.

   Clostridium sporogenes 

   C. sporogenes의 감마선 감수성 결과 감꿀이 6.10 kGy로 내성이 가장 강하 으며 밤꿀이 

1.53 kGy로 가장 낮았다. 아카시아꿀은 3.55 kGy이고, 잡화꿀은 2.70 kGy로 산출되었다(Table 

1-164,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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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1.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honeys from different  origi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Dose(kGy)
Aerobic

bacteria

Clostridium

spp.

Yeasts and

Molds
Coliform

Acacia

0 _1) _ _ _

0.5 _ _ _ _

1 _ _ _ _

3 _ _ _ _

Multiflower

0 0.95±0.072) 0.94±0.14 _ _

0.5 0.69±0.12 0.69±0.12 _ _

1 0.45±0.21 0.54±0.09 _ _

3 - 0.30±0.02 _ _

Chestnut

0 2.83±0.03 _ - _

0.5 2.69±0.01 _ - _

1 2.42±0.06 _ _ _

3 2.23±0.02 _ _ _

Mandarin 

orange

0 2.48±0.01 1.00±0.03 _ _

0.5 1.13±0.07 0.90±0.02 _ _

1 0.97±0.10 0.50±0.28 _ _

3 0.54±0.34 - _ _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10
1 

CFU/g.
2)Mean±standard deviation (n=2).

Table 1-16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Schizosaccharomyces pombe in 
honey

Honey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Acacia

0 3.22±0.01
1)

0.5 3.20±0.01

1 2.94±0.02

3 2.57±0.11

5 2.15±0.03

10 1.00±0.01

Multiflower

0 3.65±0.05

0.5 3.30±0.02

1 3.17±0.04

3 2.68±0.16

5 2.18±0.04

10 1.15±0.21

Chestnut

0 3.52±0.07

0.5 3.32±0.02

1 3.18±0.02

3 2.46±0.09

5 2.10±0.02

10 -
2)

Mandarin orange

0 3.47±0.12

0.5 3.19±0.07

1 3.09±0.06

3 2.49±0.02

5 1.74±0.06

10 -
1)Mean±standard deviation (n=2).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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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D10 Value (kGy)

Acacia 2.39±0.23

Multiflower 2.19±0.18

Chestnut 2.70±0.34

Mandarin orange 2.41±0.22

Table 1-163. D10-value (kGy) of the Schizosaccharomyces pombe pathogens inoculated into 

the honey   

 

Table 1-16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Clostridium sporogenes in honey

Honey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Acacia

0 2.86±0.01
1)

0.5 2.68±0.04

1 2.57±0.02

3 2.46±0.04

5 1.63±0.21

10 -2)

15 -

20 -

Multiflower

0 4.09±0.01

0.5 3.69±0.03

1 3.57±0.04

3 3.37±0.02

5 3.25±0.04

10 -

15 -

20 -

Chestnut

0 3.74±0.02

0.5 3.58±0.03

1 3.30±0.04

3 2.66±0.05

5 2.41±0.10

10
-

15 -

20 -

Mandarin orange

0 3.01±0.04

0.5 2.80±0.05

1 2.69±0.01

3 2.65±0.05

5 2.33±0.04

10 1.24±0.34

15 -

20 -

1)
Mean±standard deviation (n=2).

2)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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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D10 Value (kGy)

Acacia 3.55±0.07

Multiflower 2.70±0.03

Chestnut 1.53±0.05

Mandarin orange 6.10±0.09

Table 1-165. D10-value (kGy) of the Clostridium sporogenes pathogens inoculated into the 

honey

   (나) 꿀의 이화학  평가

   수분 측정

   꿀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분함량의 변화를 Table 1-166에 나타냈다. 감마선 선량 증가에 

따른 벌꿀들의 수분함량 변화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벌꿀의 수분은 벌집에서의 

숙성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함량을 나타낸다. 한 수분은 꿀의 농도와 도, 도에 직  

계되며 수분함량은 채취조건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꿀에 한 수분함량

은 한국 식품공 과 미국 F.D.A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격과 일치한 결과를 보 으며 감마선 조

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166. Water content of the honey

Honey
Irradiation dose (kGy)

SEM
1)

0 0.5 1 3

Acacia 18.42 18.32 19.07 18.04 1.02

Multiflower 17.29 17.63 17.23 17.28 0.66

Chestnut 17.85 17.31 17.61 17.84 0.64

Mandarin orange 18.18 18.36 18.01 18.98 0.36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2).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  장기간에 따른 색도 변화를 명도(Hunter L값), 색도(Hunter a값), 황색

도(Hunter b값)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를 Table 1-167에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 직후 벌꿀의 

색도는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와 더불어 유의 인 변화가 없었다.일반 으로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여러 식품에서 색택에 향을 미치나 다른 가공, 장방법 역시 감마선조사보다 더 큰 

색택의 변화를 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 측정

   감마선 조사 벌꿀의 장기간에 따른 도 변화는 Table 1-168에 나타내었다. 아카시아꿀과 

밤꿀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고 반면에 잡화꿀과 감꿀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꿀의 도는 당, 콜로이드, 회분 등에 기인하며 이들 성분은 흡습성과 

계되고 있으며 도는 온도와 수분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데, 와 같이 꿀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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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값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온도와 원의 차이에 따른 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67. Hunter color values of gamma irradiated honey

Hunter Irradiation
dose (kGy)

Honey

Acacia Multiflower Chestnut Mandarin 
orange

L 0 34.70±0.02 35.81±0.01 34.19±0.03 36.34±0.01

0.5 35.93±0.05 35.97±0.01 34.36±0.03 36.34±0.03

1 37.49±0.04 36.21±0.02 34.97±0.02 39.12±0.08

3 36.56±0.02 35.77±0.02 34.51±0.01 40.84±0.11

a 0 -0.35±0.03 -0.65±0.03 0.09±0.05 -0.53±0.01

0.5 -0.45±0.03 -0.67±0.01 0.15±0.02 -0.56±0.01

1 -0.51±0.02 -0.68±0.01 0.36±0.07 -0.63±0.02

3 -0.47±0.01 -0.79±0.03 0.27±0.03 -0.69±0.04

b 0 -0.21±0.02 2.13±0.05 5.02±0.03 -0.66±0.03

0.5 -0.87±0.01 2.46±0.06 5.02±0.04 -0.57±0.04

1 -0.79±0.01 2.61±0.07 5.78±0.08 0.86±0.04

3 -1.08±0.02 2.01±0.10 5.57±0.03 1.33±0.06

  

Table 1-168. Effect of irradiation on viscosity of honey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Honey
Storage 
Period 
(week)

Irradiation dose (kGy)
SEM

0 0.5 1 3

Acacia

0 1762
dx

1828
cx

1850
bx

2184
ax

6.00

1 1428dy 1490cy 1530by 1826ay 2.45

2 1302dz 1320cz 1402bz 1476az 3.46

SEM 5.16 4.90 2.83 3.65

Multiflower

0 2810ax 2330by 2330bx 2324bx 3.74

1 2654ay 2654ax 2230by 2162cy 2.83

2 2466
az

2110
bz

2086
cz

2062
dz

2.83

SEM 2.83 2.83 2.83 4.00

Chestnut

0 1534cy 2324bx 2814ay 2814ay 2.45

1 1520
dz

2330
cx

2842
bx

2946
ax

2.45

2 1570dx 2194cy 2348bz 2538az 3.74

SEM 2.31 2.31 4.00 2.83

Rape flower

0 362
dz

3570
cz

3642
bz

3662
ay

2.83

1 388dy 3818cy 3886by 3996ax 3.46

2 404dx 3954cx 3970bx 3986ax 2.45

SEM 1.63 2.83 2.83 4.00

Mandarin 
orange

0 1968az 1738bz 1692cz 1690cz 2.00

1 2058ay 1898by 1878cy 1870dy 2.83

2 2162
ax

1976
bx

1950
cx

1938
dx

2.45

SEM 2.31 2.31 2.31 2.83

1)Value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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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당 측정

   꿀 종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환원당 함량 결과를 Fig 1-40~1-43에 나타냈다. Codex에서 

권장된 표 규격(Recommened European Regional Standard for Honey, CAC/RS 12-1969에서

는 화당으로 계산된 환원당이 65%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모든 꿀이 Codex 규격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아카시아 꿀  감 꿀은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가 없었고, 잡화 꿀  밤꿀

은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Shallenberger et al. (1975)의 보

고에 의하면 벌꿀에는 fructose가 38.19%, glucose는 31.28%, sucrose는 1.31% 그리고 maltose

의 함량은 7.31%라고 하 다. Meada et al. (1962)은 3종류의 벌꿀의 당류를 분석한 결과 

fructose가 체 당류의 50%이상을 차지하 고 glucose가 20～40%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본 연구에서도 HPLC를 사용하여 각 꿀에 한 환원당을 정량한 결과 fructose와 

glucose가 검출되었으며 본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40. HPLC Chomatograms of reducing sugar in  acacia honey. A, non-irradiated 

honey; B, 0.5 kGy irradiated honey; C, 1 kGy irradiated honey, ; D, 3 kGy 

irradiated honey.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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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1. HPLC Chomatograms of reducing sugar in  multiflower honey. A, non- 

irradiated honey; B, 0.5 kGy irradiated honey; C, 1 kGy irradiated honey, ; D, 

3 kGy irradiated honey. 

  B

  C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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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2. HPLC Chomatograms of reducing sugar in chestnut honey

A, non-irradiated honey; B, 0.5 kGy irradiated honey; C, 1 kGy irradiated honey, ; D, 3 

kGy irradiated honey.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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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3. HPLC Chomatograms of reducing sugar in mandarin orange honey

         A, non-irradiated honey; B, 0.5 kGy irradiated honey; C, 1 kGy irradiated       

         honey, ; D, 3 kGy irradiated honey. 

  (10) 감마선 이용 홍란의 장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가) 미생물 평가

   감마선 조사에 따른 홍란의 미생물 변화는 Table 1-169에 나타내었다. 기 미생물 오염도

에서 장균군, 살모넬라, 곰팡이/효모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반세균수는 3.16 Log 

CFU/g 검출되었다. 이는 부분의 알 가공품의 가공과정  미생물의 오염도를 평가한 부

분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반면 3 kGy 이상 감마선 조사 시 detection limit에서 일

반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오염 미생물의 제거를 한 최소 선량은 3 kGy인 것으

로 단되었다. 

   (나) 능평가

   감마선 조사한 홍란의 능평가 결과를 Table 1-170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

의 바람직한 정도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나 3 kGy는 비조사 시료와 유의  차이가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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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향의 바람직한 정도와 이취의 발생은 3 kGy 이상 조사 시 유의 인 차이로 품

질 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으로 식품에 일정한 선량 이상으로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식품의 능  품질을 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홍란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품질 하를 개선할 수 

있는 포장방법, 항산화제 첨가, 풍미증진제 첨가 등 병용처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Table 1-169. Assessment of the level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red egg powder

Irradiation dose 

(kGy)
Coliforms Salmonella Yeast/Mold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g)

0 ND
1)

ND ND 3.16±0.05
2)

3 - - - ND

5 - - - ND

7 -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 standard deviation (n = 2).

   (다) 색도변화

   감마선 조사한 홍란의 색도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171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value)는 유의 으로 증가하고 색도(a-value)  황색도

(b-value)는 유의 으로 낮아졌다. 홍란의 색은 소비자의 기호도에 향을 주기 때문에 홍란의 

특정 성분의 색도 하방지 는 개선을 한 병용처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Table 1-170. Sensory properties of red egg powder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kGy
Characteristics

Color acceptability Flavor acceptability Off-odor

0 6.11±0.78
a

6.28±1.11
a

1.57±0.53
a

3 5.57±0.97a 4.71±0.48b 3.85±1.86b

5 4.42±0.96
b

3.42±0.53
c

4.25±1.21
b

7 3.57±0.97
b

2.85±0.89
c

4.28±1.38
b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Table 1-171. Sensory properties of red egg powder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kGy
Items

L - value a - value b - value

0 59.94±0.34a 18.82±0.14a 26.98±0.26a

3 60.01±0.41
b

17.14±0.13
b

26.62±0.06
ab

5 62.00±0.55b 15.38±0.13c 26.09±0.31b

7 63.66±0.42c 13.54±0.52d 25.48±0.32c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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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감마선 이용 환자  민감 소비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가) 시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국내 유통 인 아이스크림  빙과제품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편의상 빙과류 3종, 

아이스 크류 3종, 아이스크림류 3종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 1종으로 분류하여 일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곰팡이, 그리고 장균군 수 측정 결과를 Table 1-172에 나타냈다. 모든 제품

에서 효모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 1～2 Log CFU/g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

되었으며 특히 아이스크림류에서 가장 많은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나타났다. 장균군의 경우 

A와 F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제품에서 1～1.5 Log CFU/g이 검출되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효과를 살펴보면 부분의 제품에서 3 kGy의 감마선 조사로 미생

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C, D  I 제품은 3 kGy 조사 후에도 1 Log CFU/g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류도 생 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으며 

안 성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앞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미생물 분포가 높았던 아이스크림류  가장 인 향인 

바닐라, 쵸코  딸기 아이스크림을 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를 하 다. 앞의 연구 결과 

3 kGy 조사 후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어 조사선량을 0. 1, 3  5 kGy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는 Table 1-173에 나타내

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2.3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3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

다. 그리고 비 조사구의 경우 장 기간 동안 약 0.3 Log CFU/g이 증가하 으며 조사구의 경

우 검출되지 않았다.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9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다. 한 조사구의 경우 장기간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딸기 아이스크림

의 경우 3.32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 0  1 kGy에서

는 장기간 동안의 미생물 수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 3 kGy에서는 약 1 Log CFU/g 증

식하 다.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효모  곰팡이의 변화는 Table 1-174에 나타

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효모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30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장기간 동안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2.7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구의 경우 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장균군의 변화는 Table 1-175

에 나타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1.7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3  5 kGy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조사구의 경우 장기간 동안 0.3 Log CFU/g이 증식하 으나 조사구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23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5 kGy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 장기간에 따라 0.4～1.3 Log CFU/g 증식하 다. 딸기 아이스크림

은 2.40 Log CFU/g 검출되었으며 장기간에 따라 0.4～1.0 Log CFU/g 증식하 다. 아이스크

림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L. ivanovii, E. coli,  S. typhimurium에 한 D10 값은 Table 1-176

에 제시하 다. L. ivanovii  E. coli는 0.69-0.77 kGy로 확인되었으며 S. typhimurium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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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2. Microbial population of the ice cream products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0℃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 coliform

Water ice

A

0 1.30±0.052) -1) -

1 1.00±0.07 - -

3 1.00±0.05 - -

B

0 1.00±0.09 - 1.00±0.12

1 1.00±0.05 - 1.00±0.09

3 - - -

C

0 1.84±0.05 - 1.17±0.15

1 1.81±0.03 - 1.00±0.07

3 1.69±0.11 - 1.00±0.15

Ice milk

D

0 1.30±0.09 - 1.60±0.22

1 1.17±0.07 - 1.00±0.17

3 1.07±0.05 - 1.00±0.09

E

0 2.00±0.05 - 1.69±0.09

1 1.54±0.07 - 1.39±0.05

3 - - 1.00±0.07

F

0 1.39±0.15 - -

1 1.00±0.12 - -

3 - - -

Ice cream

G

0 1.90±0.05 - 1.39±0.11

1 1.30±0.09 - 1.00±0.09

3 - - -

H

0 2.04±0.07 - 1.39±0.07

1 1.30±0.09 - 1.39±0.11

3 - - 1.00±0.15

I

0 2.07±0.15 - 1.87±0.09

1 2.06±0.12 - 1.60±0.14

3 2.04±0.07 - 1.30±0.15

Non milk-fat 

ice cream
J

0 1.54±0.05 - 1.30±0.12

1 1.39±0.09 - -

3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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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3.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a storage 

at -20℃

(Unit: Log CFU/g)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2.30±0.05 2.65±0.07
2)

2.60±0.12

1 2.00±0.10 - -

3 -1) - -

5 - - -

Chocolate 0 2.90±0.05 3.08±0.20 3.00±0.02

1 2.85±0.07 2.48±0.05 2.40±0.17

3 2.70±0.15 2.18±0.09 2.00±0.05

5 - - -

Strawberry 0 3.32±0.23 3.20±0.21 3.23±0.15

1 3.00±0.12 3.08±0.09 2.98±0.27

3 1.95±0.20 2.90±0.10 2.90±0.02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Table 1-174. Yeast and mould population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storage at 

-20℃

(Unit: Log CFU/g)

Species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
2)

- -

1 - - -

3 - - -

5 - - -

Chocolate 0 2.30±0.05
1)

- -

1 2.00±0.09 - -

3 1.48±0.12 - -

5 - - -

Strawberry 0 2.70±0.07 2.48±0.09 2.40±0.10

1 2.30±0.04 - -

3 1.70±0.15 - -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2) 

Means±standard deviation (n = 2).



- 258 -

Table 1-175. Coliform bacterial count of the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storage at -20℃

 (Unit: Log CFU/g)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1.70±0.07 2.04±0.20
2)

2.00±0.10

1 1.30±0.04 - -

3 -
1)

- -

5 - - -

Chocolate 0 2.23±0.23 3.22±0.10 3.20±0.11

1 2.08±0.15 2.60±0.07 2.60±0.15

3 1.70±0.09 2.18±0.05 2.00±0.07

5 - - -

Strawberry 0 2.40±0.05 2.81±0.10 2.85±0.20

1 1.70±0.09 2.30±0.07 2.40±0.11

3 1.00±0.05 2.18±0.09 2.30±0.15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Table 1-176. D10-value (kGy) of the different pathogens inoculated into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Pathogens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L. ivanovii 0.75±0.011) 0.77±0.05 0.71±0.02

E. coli 0.31±0.05 0.28±0.09 0.38±0.07

S. typhimurium -
2)

- -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The D10 value cannot be calculated in the present study because S. typhimurium was not 

detectable at 0.1 kGy.

   (다) 시  아이스크림의 병원성 미생물 분리  동정

   시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E. coli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결과는 Table 

1-177에 제시하 다.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분리  동정 시험에서 A사의 딸기향, B사의 

바닐라, 쵸코  딸기향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로 추정되는 집락이 나타나 catalase 검사  

gram staining을 시행하 다. Catalase 검사는 모두 양성이었으나 그람 염색 결과 B사의 딸기

향 아이스크림을 제외하고 모두 그람 양성  단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API Listeria 

kit(API
Ⓡ

,
 

Biomeriux, France)를 이용한 최종 확인 결과 A사의 딸기향, B사의 바닐라  쵸코

향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 spp.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하 다. 아이스크림의 E. coli 분리  동

정 시험을 해 유제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장 출 성 장균(enterohemorrhage E. coli, 

EHEC) 검출법을 이용하여 시험하 다. 그 결과 A사  B사의 아이스크림에서 E. coli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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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집락이 발견되어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시행한 결과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oxidase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람 염색에서는 그람 음성  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최종 확인을 해 API 20E kit(API
Ⓡ

,
 

Biomeriux, France)을 사용한 결과 A사의 아이스크림에

서 E. coli가 검출되었음을 최종 확인하 다. 아이스크림의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시험

에서 모든 제품에서 Salmonella 의심 집락이 나타나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시행하 다. 

모든 제품에서 oxidase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람 음성  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그러나 API 20E kit(API
Ⓡ

,
 

Biomeriux, France)을 이용한 동정 결과 Salmonella spp.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아이스크림에 병원성 미생물인 Listeria spp.  E. 

coli에 오염되어 있음을 최종확인 하 다. 이는 아이스크림을 장하는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내 잔존하는 온성 세균이 증식함과 동시에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 시 생 리가 철 히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  안 성, 보존성  

생성 향상을 한 연구를 해 아이스크림에 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한 결과 아이스크림을 장하는 과정에서 잔존하는 온성 세균의 증식과 제조 

 유통과정 등의 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어 아이스크림에 한 생 리가 철 히 요구된다. 

한 아이스크림을 5 kGy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하 을 경우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  안 성

을 확보하기 해 효과 이라 생각된다.

 

Table 1-177. Identification of microorganism in two commercial ice cream products

Listeria spp. E. coli Salmonella spp.

A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B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 present, -; absent.

  (12) 수정과의 장 안정성 평가  감마선 용 미생물 안 성 확보 기술개발   

   (가) 시  분말수정과의 미생물 오염도  감마선 살균효과 

   시  분말수정과의 미생물 오염도  수화시킨 시료의 세균 발육시험 결과를 Table 1-178에 

나타냈다. 식품공 상 제한되어 있는 장균군과 건조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곰팡이  효모

는 3개사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총균수의 경우 1개 제품에서만 2.12 Log CFU/g 수

의 미생물이 검출되어 시  인 분말수정과의 생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시  분말수정과를 수화시킨 후 평가된 세균 발육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미생

물이 양성으로 검출되었다. 일반 으로 우주와 사막과 같은 극한환경이나 멸균식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안 한 식품을 공 하기 한 식품의 경우 가능한 한 미생물이 없는 상태(zero 

tolerance)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제품의 특성상 물로 수화시켜 섭취해야 하는 식

품은 즉시 취식이 불가능하여 보 을 필요로 할 경우 미생물학  안 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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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재 시 인 분말수정과는 상기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며, 미생물학  안 성을 보장하기 한 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

었다. 수정과의 완 멸균을 한 최  감마선 조사선량을 확인하기 해 시  제품에 6 kGy 

까지 감마선을 조사한 후 세균 발육시험을 수행하 다(Table 1-179). 시험결과 2개의 제품은 3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멸균이 가능하 으나, 미생물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A 시료의 경우 완 멸균을 해 4.5 kGy의 감마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  수정과의 멸균을 한 최소 감마선 조사선량은 약 4.5 kGy인 것으로 단되었다. 일반

으로 미생물살균을 해 필요한 방사선 에 지 수 은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 종류․수, 식품의 

수분활성도  pH 등 미생물생육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분말수정과도 

수분활성이 낮은 건조식품으로 액상제품에 비해 오염된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액상제품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으

나, 건조  포장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을 고려할 경우 완 멸균을 한 방사선 조사는 최종

제품에 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방법으로 단된다. 

Table 1-178. Assessment of the level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powdered Sujeonggwa 

Items A B C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g)
2.12 ND ND

Coliforms and Yeast/Mold ND
1)

ND ND

1)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2 CFU/g

Table 1-179. Detection of bacterial growth of gamma-irradiated and rehydrated Sujeonggwa 

after storage at 37℃ for 14 days

Irradiation Dose (kGy) A B C

0 +1) + +

1.5 + + +

3.0 + - -

4.5 -2) - -

6.0 - - -

1)Bacterial growth was detected (positive)
2)Bacterial growth was not detected (negative)

   (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정과의 능  품질특성의 변화

   분말수정과에 감마선을 조사하고 멸균수에 녹인 후 액상으로 조제하여 색, 맛, 향, 종합 인 

기호도에 한 능평가 실시한 결과는 Table 1-180에 나타냈다. 그 결과  분말 수정과 3개의 

시료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4.5 kGy 이

상의 선량에서 모든 평가항목은 능  품질이 격히 하되었다. 재까지 수정과의 방사선 

조사에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반 으로 식품에 일정한 선량 이상으로 방사선을 조

사할 경우 식품의 능  품질을 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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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Characteristics

Appearanc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A

0 5.67±0.86a1) 5.78±0.29a 6.00±0.90a 5.62±0.32a

1.5 5.30±0.56
a

5.60±1.13
a

5.58±1.16
ab

5.39±1.16
a

3 5.11±1.01
a

5.00±0.86
a

5.69±1.86
ab

5.21±0.66
a

4.5 4.56±1.20ab 4.39±1.16b 4.98±1.26ab 4.98±1.26ab

6 4.02±0.66
b

4.44±1.45
b

4.76±0.66
b

4.33±1.50
b

B

0 5.22±0.29
a

5.50±0.37
a

5.32±0.80
a

5.12±0.69
a

1.5 5.00±0.28a 4.87±0.32ab 5.00±0.83a 5.22±0.29a

3 5.22±0.34
a

4.77±0.28
ab

5.00±0.65
a

5.01±0.66
ab

4.5 4.25±0.40
a

4.00±0.48
b

4.75±0.45
a

4.28±1.16
b

6 4.14±0.22a 3.87±0.53b 4.71±0.22ab 3.75±0.76c

C

0 5.83±0.86
a

5.00±0.97
a

5.83±0.90
a

5.95±0.70
a

1.5 5.50±0.55
a

5.66±1.09
a

6.00±0.45
a

5.66±0.32
a

3 5.33±0.98a 4.83±0.86ab 5.16±0.54ab 5.33±0.66a

4.5 4.32±0.75
b

3.66±1.12
bc

4.66±1.98
bc

4.01±1.26
b

6 4.16±1.06
b

3.33±1.01
c

3.89±0.72
c

4.23±1.50
b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able 1-180. Sensory properties of rehydrated Sujeonggwa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정과의 색도 변화 

   감마선 조사된 분말수정과를 액상으로 제조한 후 색도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181

와 같다. 그 결과 3개사 모든 시료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
*
)는 유의 으로 

증가, 색도(a*)  황색도(b*)는 유의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채소류

와 같은 carotenoid계 색소를 함유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carotenoid계 색소는 산화

되어 탈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부분의 식품색소성분이 산화되어 탈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까지 수정과의 색에 해서

는 연구된바가 없으나, 수정과의 색소성분이 감의 carotenoid계  계피의 flavonoid게로부터 

유래된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수정과의 색소성분이 산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미국 표 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은 색도 변화 값(△

E)의 차가 1.5～3.0 범 이면 감각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 (noticeable)으로 3.0～6.0 범

이면 감각  변화가 에 띄는 수 (appreciable)으로 제시하 는데 이러한 감각 인 차이를 근

거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E 값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E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능평가  외 변화 결

과(Table 1-199)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수정과의 외 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

와 같이 △E 값의 변화에서도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시 △E 값은 3.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과의 멸균을 한 최소 조사선량으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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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E 값의 변화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분말수정과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특정 성분의 탐색과 색도의 하방지 는 개선을 한 병용처리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181.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of rehydrated Sujeonggwa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Sample
Color 

value

Irradiation dose (kGy)

0 1.5 3 4.5 6

A

L
*

56.19±0.06
a1)

56.31±0.02
ab

57.78±0.19
b

58.74±0.05
c

59.26±0.03
d

a
*

27.97±0.01
a

27.66±0.18
ab

26.42±0.10
b

25.21±0.04
c

24.01±0.18
d

b* 58.50±0.11a 57.40±0.03b 56.70±0.09c 56.12±0.04d 55.93±0.02d

ΔE
2)

- 1.15±0.09
a

2.85±0.10
b

4.44±0.04
c

5.63±0.08
d

B

L
*

59.69±0.05
a

60.86±0.09
b

61.67±0.02
c

62.44±0.08
d

63.89±0.03
e

a* 21.90±0.05a 21.43±0.09ab 20.97±0.04b 19.69±0.06c 18.56±0.02d

b
*

71.24±0.11
a

70.53±0.03
b

70.13±0.09
bc

69.88±0.04
c

69.23±0.02
d

ΔE - 1.44±0.09
a

2.45±0.06
b

3.78±0.07
c

5.71±0.04
d

C

L* 70.07±0.02a 71.60±0.06b 72.02±0.34bc 72.70±0.35c 72.92±0.03c

a
*

28.61±0.03
a

27.62±0.09
b

27.01±0.12
bc

26.27±0.26
c

26.00±0.26
c

b
*

64.39±0.09
a

63.17±0.08
b

62.76±0.15
bc

60.77±0.04
c

59.63±0.05
d

ΔE - 2.19±0.05a 2.99±0.18b 5.04±0.21c 6.12±0.10d

1)a-e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Overall color difference ΔE =  

   (라)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효성분(cinnamic aldehyde) 변화

   분말수정과의 주요 성분인 계피의 특이성분으로는 cinnamic aldehyde, cinnamic acid, 

cinnamyl alcohol, eugenol, cinnamyl acetate 등 30여종의 성분이 보고되어 있다. 이  계피의 

주요성분인 cinnamic aldehyde는 항균  항산화를 비롯한 기능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cinnamic aldehyde 특유의 향과 맛은 수정과의 독특한 능  품질을 부여하기 때

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능  품질변화 원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cinnamic aldehyde 함량

변화 분석은 필수 이다. 그러나 재까지 계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연

구한 보고만 있을 뿐, 방사선 조사가 cinnamic aldehyde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사의 분말수정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cinnamic 

aldehyde의 함량변화를 분석하 다(Fig. 1-44, Table. 1-182). 비조사 수정과의 cinnamic 

aldehyde 함량은 약 536 ㎍/mL이었으며, 1.5, 3, 4.5, 6 kGy의 감마선 조사시 각각 520, 492, 

491, 470 ㎍/mL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감소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은 다른 식품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매

운맛 성분인 capsanthin 함량이 감소하 다는 보고와 같이 수정과의 능  품질이 cinnamic 

aldehyde의 함량에 의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정과

의 능  품질이 감소한다는 결과(Table 1-182)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마선 조

사에 의한 수정과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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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하 방지를 한 연구, 특히 수정과의 능  품질에 큰 향을 주는 cinnamic aldehyde

의 함량변화  보완을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0 kGy

1.5 kGy

Fig 1-44. HPLC chromatograms of cinnamic aldehyde from Sujeonggwa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Table 1-182. HPLC-Analyzed contents of cinnamic aldehyde from powdered Sujeonggwa 

Powdered Sujeonggwa
Irradiation dose (kGy)

0 1.5 3 4.5 6

Cinnamic aldehyde(㎍/ml) 536 520 492 491 470

 바.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연구

  (1) 활성탄(숯)과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이취 제어 포장방법 개발

   (가) 차이식별검사

   Table 1-18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돈육에서는 숯 첨가에 계없이 

조사취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숯을 첨가하지 않고 방사선 조사한 돈육의 조사취는 조사선

량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숯을 첨가한 돈육에서는 숯의 양  방사선 조사선

량에 계없이 조사취가 효과 으로 제거되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숯을 첨가함으로

써 조사취가 효과 으로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18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주 

장한 시료보다 2주 장한 시료의 흡 도가 반 으로 증가하여,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돈육의 지질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을 조사한 시료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보다 흡 도가 큰 것으로 보아, 방사선 조사가 돈육의 지질산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숯을 첨가함에 따라 흡 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숯의 첨가가 돈

육의 지질산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 264 -

Table 1-183.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조사한 돼지고기의 능  품질

숯 함량( 량%)
선량(kGy)

0 5 10

0 1.35 ± 0.59 3.45 ± 1.19 4.55 ± 1.15

5 1.60 ± 0.75 1.35 ± 0.49 1.50 ± 0.76

10 1.45 ± 0.69 1.40 ± 0.68 1.60 ± 0.82

Table 1-184.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조사한 돼지고기의 장  지방산패도(O.D.532)

장 기간 숯 함량( 량%)
선량(kGy)

0 5 10

1주

0 0.0304 ± 0.0076 0.1706 ±0.0197 0.1809 ±0.0516

5 0.0304 ± 0.0076 0.2322 ±0.0423 0.2522 ±0.0205

10 0.0304 ± 0.0076 0.1868 ±0.0142 0.2181 ±0.0011

2주

0 0.0607 ± 0.0190 0.6330 ±0.0115 0.5211 ±0.0545

5 0.0532 ± 0.0076 0.6503 ±0.0130 0.5421 ±0.0572

10 0.0469 ± 0.0006 0.5882 ±0.0537 0.5972 ±0.1258

   (나) 자코를 이용한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방사선 조사된 돈육의 조사취 분석

   Fig.1-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된 돈육과 비조사된 돈육에서의 향기 차이는 

자코에 의해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한, 비조사 돈육의 경우에는 숯 첨가에 의한 향기 차이

는 없었으나, 10 kGy로 조사된 돈육의 경우 숯 첨가에 의해 향기의 차이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5에 나타낸 바와같이 조사된 돈육 시료에 비해 조사된 돈육 시료에

서 많고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들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휘발성 화합물들은 숯을 첨가하여 포장

한 후 조사된 돈육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러한 휘발성 화합물  식품의 조사취를 유발하는 주성분으로 알려진 다이메틸 다이설 이드

(dimethyl disulfide)는 방사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검출되었으나, 숯을 첨가하여 포장된 후 방

사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숯을 첨가한 포장 방법은 방사선 조사 식품

에서 발생하는 조사취를 효과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Fig.1-45. 방사선 조사된 돈육과 비조사된 돈육에서의 향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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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방사선 조사된 돈육의 상부 공간(headspace)의 휘발성 화

합물 분석

Table 1-185. 숯을 첨가하여 포장한 후 조사한 돼지고기의 휘발성 화합물 조성

화합물
지연시간

(분)

면  평균값

숯 미첨가

비조사

숯 첨가

비조사

숯 미첨가

조사 (5K)

숯 첨가

조사 (5K)

숯 미첨가

조사 (10K)

숯 첨가

조사 (10K)
표 오차

1 1-부탄올 4.005 0
B1

0
B

0
B

0
B

246890
A

5309
A

10105.385

2 메탄, 나이트로스 4.169 110855
A

0
B

0
B

0
B

69634
A

10005
B

16488.211

3
부탄, 2-메틸, 1,4-부탄다이아

민
4.317 662652B 0C 854238B 27664C 1113152A 11531C 64933

4 메싸이오닌 4.450 0
C

0
C

537383
B

3441
C

695182
A

0
C

37479

5 부탄, 2-메틸-(CAS) 5.121 138568
C

0
C

414926
A

0
C

462764
A

0
C

70266

6 2-시아노숙시노나이트릴 6.067 0
C

0
C

108438
B

0
C

202023
A

0
C

11160

7 사이클로펜탄올 6.489 0
B

0
B

50751
A

0
B

43136
A

0
B

6507

8 1-옥텐 6.621 0
B

0
B

0
B

0
B

146253
A

0
B

12978

9 헵탄올 6.820 0
C

0
C

215720
B

0
C

385250
A

0
C

26161

10 로펜 3,3,3-DS 7.170 27697
A

0
B

0
B

0
B

0
B

0
B

3854

11 다이설 이드, 다이메틸 8.071 0
B

0
B

22420
B

0
B

22420
B

0
B

8299

12 1,3,5-사이클로헵다트리엔 7.785 120819
C

0
C

708472
B

174300
C

1030952
A

158997
C

92122

13 1-옥텐 9.565 0
B

0
B

0
B

0
B

94034
A

0
B

3458

14 헥사날 9.935 59053
B

0
B

2926489
A

355390
B

3537552
A

112684
B

239474

15 2-크로로아닐린-5-설폰산 10.385 47681
B

4939
B

0
B

0
B

272441
A

17864
B

14940

16 벤젠에타민 알  메틸 12.412 91154
A

15087
A

0
B

0
B

86580
A

45437
A

35805

17 헥산올 12.729 0
B

0
B

0
B

0
B

203928
A

27341
B

14303

18 벤젠 1,2-다이메틸 12.795 175647
A

9324
B

0
B

0
B

0
B

0
B

14133

19 1,3,5,7-사이클로옥타테트라엔 13.769 724760
A

260544
A

352480
A

312432
A

530795
A

16492
C

248124

20 헵타날 14.214 0C 0C 90352B 0C 224.179A 16492C 15841

21
2-트리 루오로아세톡시도데

칸
16.817 0

B
0

B
0

B
0

B
76217

A
0

B
1630

22
사이클로테트라실옥산, 옥타

메틸
17.799 951204A 167051A 995760A 211390A 1158913A 113471A 353031

23 2-피페리디논 18.086 0
B

0
B

340045
A

46500
B

300923
A

11331
B

57766

24 사이클로헥산 18.361 0
C

0
C

137890
 B

9837
 C

221379 
A

1826
 C

17058

25 옥타날 19.003 0 
C1

0
C

119789 
B

15851 
C

215600 
A

19657 
C

14056

26 2-에틸 헥산올 20.142 346034
 A

39284 
A

499992
 A

43746 
A

442670 
A

12962 
A

148604

27
2-트리 루오로아세톡시도데

칸
21.635 0

B
0

B
47718 

A
11016 

B
45218 

A
0

B
5116

28 3-데사인-2-올 22.159 0B 0B 65332 A 16488AB 0B 0B 16749

29
3-헥센-2,5-디올(CAS) HEX 

-3-E
23.302 0

C
0

C
124417 

A
25287

BC
67654 

B
0

C
14503

30
2-트리 루오로아세톡시도데

칸
23.565 0B 0B 0B 0B 50915 A 0B 757

31 2-노넨-1-올 23.798 0B 0B 1235963 A 167023B 1737616 A 144691B 150340

32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데카메

틸
24.952 1050770 A 262806A 904243 A 323978A 1133546 A 221033A 406173

33 나 탈 27.714 18330 
B

0
B

0
B

0
B

51064 A 0
B

6317

34
3-트리 루오로아세톡시도데

칸
28.098 54733 

A
0 

D
36519 

C
0 

D
47194 

B
0 

D
2044

35
2H-1,4-벤조디아제핀-2-온, 7-

클로
32.243 415444

A
215974

A
612040

 A
276281

A
535406 

A
171270

A
144464

36
3-트리 루오로아세톡시도데

칸
36.471 26183 A 0B 0B 0B 0B 0B 2662

37
사이클로헵타실록산 테트라데

카메틸
38.830 71322 

AB
38924 AB 114279 

A
43829

AB
72471 

AB
31826 

B
20851

38 3,4-다이하이드록시멘델산 44.708 23950 A 3496 B 0B 0B 0B 0B 3238

**A ~ C 같은 열에서 다른 문자로 표시된 값은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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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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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7】



- 268 -

  (2) 감마선 살균과 증기살균 처리된 고춧가루의 품질 특성비교 연구

   (가) 미생물 오염도 분석

   고춧가루에 감마선 조사와 스 처리를 한 후 일반호기성 미생물, 장균군, 효모  곰팡이

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186와 같다.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조구가 6.36 log10 

CFU/g, 스  처리구가 5.55 log10 CFU/g의 미생물 오염도를 보인 반면 상 으로 감마선 조

사구는 장기간 동안에 모두 유의 으로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의 탁월한 살균

효과를 확인하 다. 장균군의 경우 역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살균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모  곰팡이 균은 모든 시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1-186. Microbial populations (Log10 CFU/g) of gamma irradiated or steamed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A

Storage

(week)
Sampl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Yeast and mold

0

Control 6.36a 6.34a -C

Irradiation 3.50
c

3.30
d

-

Steam-1 5.55
b

5.57
b

-

Steam-2 5.18b 5.12c -

SEM
B

0.12 0.09 -

2

Control 6.27
a

6.18
a

-

Irradiation 2.93c 2.54c -

Steam-1 5.59
a

5.80
a

-

Steam-2 4.40
b

4.01
b

-

SEMB 0.13 0.15 -

4

Control 6.16
a

6.19
a

-

Irradiation 3.13
c

3.36
c

-

Steam-1 5.97a 6.13a -

Steam-2 4.40
b

4.06
b

-

SEM
B

0.07 0.09 -

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d)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2)
CNot detected (<2.0 Log10 CFU/g)

   (나) 색도 변화

   고춧가루에 감마선 조사와 스 처리를 한 후 Hunter color 값을 측정하 다 (Table 1-187).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명도, 색도  황색도가 모두 증가하 다.   스  처리구

의 경우 두 스  처리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의 품질 평가는 색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춧가루의 색 변화는 소비자의 기호나 상품 가치 면에서 요

성을 가진다. 따라서 스  처리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Capsanthin 함량 변화

   고춧가루의 색소를 나타내는 capsanthin 함량을 감마선 조사 처리구와 스  처리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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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측정하 다(Table. 1-188).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조구보나 유의 으로 낮거나 비슷한 흡

도를 보 다. 스  처리구의 경우 조구와 비교해 모두 유의 으로 높거나 낮은 흡 도 값

을 보여 스  처리시의 조건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고춧가루의 capsanthin은 

살균을 목 으로 처리한 감마선에 안정하 다.

Table 1-187. Hunter color values of gamma irradiated or steamed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B

0 week 2 week 4 week SEM
C

L*-value

Control 47.27
bx

46.47
cy

45.43
cz

0.16

Irradiation 48.21
ax

47.46
ay

47.87
axy

0.18

Steam-1 47.72abx 46.35cy 45.73cz 0.05

Steam-2 48.03
ax

46.94
by

46.94
by

0.14

SEM
D

0.15 0.12 0.15

a*-value

Control 23.88
bx

22.92
by

23.01
by

0.05

Irradiation 27.03
ax

25.47
ay

25.44
ay

0.10

Steam-1 22.59cx 21.43cy 21.31cy 0.12

Steam-2 20.89
dx

20.20
dy

20.00
dy

0.15

SEM
D

0.10 0.14 0.10

b*-value

Control 16.65
cx

14.98
cy

15.16
cy

0.11

Irradiation 21.16
ax

18.06
ay

18.29
ay

0.14

Steam-1 15.05dx 13.27dy 13.23dy 0.14

Steam-2 17.81
bx

15.93
by

15.74
by

0.20

SEM
D

0.16 0.18 0.12

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d)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 (x-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D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2).

Table 1-188. Capsanthin contents(OD) of gamma irradiated or steamed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A,B

0 week 2 week 4 week SEMC

Control 0.52
bx

0.46
by

0.43
bz

0.003

Irradiation 0.49
cx

0.43
cy

0.39
bz

0.003

Steam-1 0.61ax 0.60ax 0.58ay 0.003

Steam-2 0.34
dx

0.33
dx

0.30
cy

0.002

SEM
D

0.002 0.004 0.002

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d)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 (x-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D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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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T/BT 이용 식품가공시 생성되는 Biofilm(생체막) 제거 기술 개발

   Table 1-189은 감마선 조사와 sodium hypochlorite에 의한 biofilm과 부유물  P. 

aeruginosa의 세균수 감소를 보여 다. 하룻밤 배양된 세균수는 PP, PET와 PC에 붙어있는 P. 

aeruginosa biofilm에 해 각각 7.3, 7.3 그리고 6.0 log cfu/cm
2
 이었다. 그리고 부유층에 있는 

세균수는 최종 으로 8.0 log cfu/cm2 다. 3 kGy의 방사선과 200 ppm의 clorine 농도에 의

해 부유물  P. aeruginosa 균수는 검출 한계(〈 10
1
 cfu/cm

2
)로 감소하 다(Table 1-190). 

Table 1-209는 부유물과 biofilm  L. innocua의 세균수 감소를 나타내었다. 3 kGy 방사선 조

사에 의해 원래 7 log cfu/cm2 던 것이 부유층, PP와 PET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하 다. 

1 kGy 방사선 조사에 의해 PC에 붙어있는 세균들은 충분히 불활성화 되었다. E. coli의 경우도 

이 의 두개 균종과 유사한 감소패턴을 보 다 (Table 1-191). 3 kGy 방사선 조사에 의해 

polycarbonate 에 붙어있는 E. coli의 수는 4.0 log cfu/cm2 정도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olycarbonate에 붙어있는 biofilm은 L. inocua 보다 E. coli와 P. aeruginosa에서 더 큰 방사선 

항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biofilm에 한 방사선 조사는 균종마다 다르게 해야하며, 기질 

한 반응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4) 방사선 이용 실험 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술 개발

   재 국내에서는 사료에 한 방사선 처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살균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일부 연구기 에서 방사선 조사된 Specified Pathogen Free 

(SPF) 실험동물 는 산란계에 여하는 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로 살모넬라균의 살균목 으로 사료에 한 방사선 조사를 법 으로 승인하 다. 미국 FDA

의 사료에 한 방사선조사와 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장된 동물사료 는 사

료원료, 벌크사료  애완용 동물사료  놀이용구에 해서는 최  50 kGy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며, 가 류 사료 는 사료원료에 해 최소 2 kGy에서 최  25 kGy 까지 방사선을 이

용한 살균 (1 kGy의 흡수선량이 salmonella 1 log cycle 감소시키는 것을 기 ) 이 가능하다. 

한, 이미 사료원료가 방사선 조사처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완제품에 해 5% 이하의 함량으로 

첨가되었다면, 이 완제품은 다시 방사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선 재조사의 개념으로 생

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험동물용 무균사료(SPF, GF), 어류 

양식용 생어사료와 배합사료, 경마용․종축용 말먹이 사료, 새먹이용 씨앗의 발아억제  곰팡

이 살균소독  심지어 벌먹이용 화분과 벌통․벌집의 살균소독 등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

용되고 있다 (Fig. 1-48). 가 사료, 실험동물용 무균사료  양어용사료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미생물 수와 양성분(비타민), 폐사율 등의 변화를 실험한 국내외 실험결과는 Table 1-192, 

1-193, 1-184, 1-195와 같다. 사료의 종류, 방사선 조사선량, 오염미생물의 분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사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효과 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비타민함량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어용 사료에 섭취 후 폐사량을 비교한 실험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을 인 으로 종한 후 

방사선 조사한 사료를 섭취한 개체의 폐사율이 병원성미생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섭취한 

개체보다도 훨씬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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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8. 시 에 유통 매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된 동물사료   

Table 1-192. 가 류 사료의 미생물 오염  방사선 조사 후 미생물 분석     (CFU/g)

Samples Treatments Total bacteria Total fungi
Osmophilic

molds
Coliforms

Enteric

pathogen

Ⅰ

Control 3.1×105 9.6×104 7.8×104 6.4×104 2.6×103

3 kGy 1.2×103 2.3×103 3.1×102 - -

5 kGy 9.8×10
1

- - - -

7 kGy - - - - -

10 kGy - - - - -

Ⅱ

Control 4.3×10
5

3.0×10
3

2.3×10
3

2.7×10
4

1.1×10
3

3 kGy 6.1×103 1.5×102 - 4.0×101 -

5 kGy 3.0×102 9.0×101 - - -

7 kGy - - - - -

10 kGy - - - - -

Ⅲ

Control 9.6×105 1.3×104 1.6×103 1.2×104 4.0×101

3 kGy 1.5×10
4

8.9×10
3

- - -

5 kGy 1.0×102 2.0×102 - - -

7 kGy - 2.0×101 - - -

10 kGy - - - - -

Ⅳ

Control 8.1×105 1.7×104 7.6×103 1.7×105 1.6×102

3 kGy 1.6×104 4.5×102 - 1.0×103 -

5 kGy 2.4×10
2

2.0×10
2

- - -

7 kGy - 1.0×102 - - -

10 kGy - - - - -

             (Byun et al., 1987)

Table 1-193. 감마선을 이용한 양어용 생어사료  배합사료의 살균 효과     (CFU/g)

사료명 고등어 청어 장 새우 배합사료

Control 4.3(±0.3)×106 5.0(±0.2)×106 8.9(±0.8)×107 9.1(±1.1)×104

5 kGy - - - -

     (Kim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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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94. 방사선 조사된 실험동물용 무균사료 (PicoLab
®
, USA)의 미생물  비타민 분석

미 생 물 단 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후

Total aerobic plate CFU/g
1 51,667 <1

Total yeast CFU/g 1 <1

Total mold CFU/g 417 <1

Total mesophilic anaerobic spores MPN/g2 1,100 <3

Mesophilic aerobic spores CFU/g 41,500 <1

Thermophilic anaerobic spores MPN/g 1,100 <3

Total thermophilic aerobic spores CFU/g 6,167 <1

Total flat sour spores CFU/g 2,802 <1

비 타 민 방사선 /후 비 함량변화 (%)

Vitamin A 94

Vitamin D 91

Vitamin E 111

Thiamin 110

Riboflavin 100

Pyridoxine 110

Pantothenic acid 98

Choline chloride 94

Folic acid 118

Biotin 102

Vitamin B12 92

The level of irradiation was less than 2.5 Mrads (25kGy).
1 CFU/g = Colony Forming Units per gram
2 MPN/g = Most Probable Number per gram

표 1-195. 넙치에 병원성미생물 종사료  방사선 조사된 사료 섭취 후 폐사량 비교

섭취사료 페사율 (28일간) 비고

무처리 사료 ( 조군) 32% 냉동고등어 70% + 배합사료 30%

Edwardsiella tarda 종사료 60%

사료 1g당 10
8
 ～ 10

9
종Vibrio anguillarum 종사료 48%

Streptococcus faecalis 종사료 52%

방사선 조사 사료 (5kGy) 20% 병원균 종후 방사선 조사

  (5) 식품류 유래 방사선 항성 미생물 탐색  제어기술 기 연구

    (가) PCR and DNA 정제

    PCR 결과 Fig. 1-49-1-50 와 같이 1.5 Kbp 부근에서 원하는 16S rDNA 증폭산물을 얻었다. 

이를 PCR 정제 kit을 사용하여 primer  dNTP를 제거 하 다.

Fig. 1-49. PCR amplification (using 27F and 1492R) of DNA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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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0. DNA sequence of D1, D2, D3, B1, B2, B3, S3, J1, J2, J3 and Bacillus Subtilis 

   (나) Sequencing

   정제된 DNA산물을 이용하여 서열분석을 한결과 약 각각의 클론에 해 800bp 정도의 염

기서열을 얻을수 있었다. 

   (다) 염기서열 분석

   염기서열분석결과 Table 1-196과 같이 총 15개의 균주를 NCBI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총 

3가지 균주로 분석되었다. 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김치 볶음밥(K)의 경우 Bacillus subtilis 2균

주, Bacillus licheniformis 1균주가 동정되었고, 소고기 볶음밥(S)의 경우 Enterococus gilvus 2균주 

Bacillus licheniformic 1균주가 동정되었으며,  수정과(J)의 경우 3균주 모두 Bacillus subtilis로 동

정되었다. 한 고선량 방사선을 조사한  된장국(D)  빵(B)에서 분리 배양된 6개의 모든 균

들은 Bacillus Subtilis 로 동정되어 졌다. 이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서 Bacillus Subtilis가 고선량

의 흡수선량에도 사멸하지 않고 남아 식품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오염균임을 나타낸다

Table 1-196. NCBI BLAST result for the 16S rRNA gene sequence from bacteria isolates

Sample Bacteria Clone Identification bacteria 

Beef fried rice

S 1 Enterococcus gilvus

S2 Enterococcus gilvus

S3 Bacillus licheniformis

Kimchi fried rice

K1 Bacillus subtilis

K2 Bacillus subtilis

K3 Bacillus licheniformis

Persimmon punch

J1 Bacillus subtilis

J2 Bacillus subtilis

J3 Bacillus subtilis

Bean-paste potage

D1 Bacillus subtilis

D2 Bacillus subtilis

D3 Bacillus subtilis

bread 

B1 Bacillus subtilis

B2 Bacillus subtilis

B3 Bacillus subt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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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품의 지방산패 측정방법과 특정 미생물 생육과의 상 계 규명 연구

   (가) 미생물 분석

   분쇄육에 Pseudomonas aeruginosa (PA)와 Lactobacillus casei (LC)를 non-diluted (ND), 

diluted (D),  조구로 종한 후 3주 동안 찰한 결과를 Table 1-197 나타내었다. 종 직

후는 D는 4 Log CFU/g, ND는 7~8 Log CFU/g를 보 지만 1주후에는 D는 7 Log CFU/g, 

ND는 8 Log CFU/g의 미생물을 나타내었으며 2주 이후 장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료에서 8 

Log CFU/g의 미생물 생육을 나타내었다. 비 종구의 경우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1-197. Microbial growth (Log CFU/g) of the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inoculated by microorganism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20℃)

Treatment
1)

Pseudomonas aeruginosa Lactobacillus casei 

Storage Storage

0 1 2 SEM 0 1 2 SEM
2)

Control -
z3)

-
z

-
z

- -
z

-
z

-
z

-

D 4.97
cy

7.00
by

8.26
ay

0.010 4.60
cy

7.06
by

8.53
ay

0.025

ND 8.25
cx

8.79
ax

8.51
bx

0.007 7.85
cx

8.82
bx

8.92
ax

0.013

SEM
4)

0.004 0.009 0.006 0.013 0.025 0.004
a-c

Means with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x-yMeans within a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trol,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D, the microorganisms was diluted twice using 

sterilized pepton water and inoculated; ND, the microorganisms was inoculated as is.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3)-: Not detected
4)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나) pH 결과

   분쇄돈육에 다른 농도의 미생물을 종한 후 장기간 동안의 pH 측정 결과를 Fig. 1-51에 

나타내었다. 비 종구의 경우 3주 동안의 pH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며 PA 종구의 경우 

pH가 증가하 다. 이는 PA가 생산하는 아민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LC 종구

의 경우 pH가 감소하 으며 이는 LC가 생성하는 젖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 TBARS 결과

   특정 미생물 생육에 따른 TBARS 값의 변화를 3주간 살펴보았다(Fig. 1-52, 1-53). PA를 

종구의 경우 1주 장 후에는 모든 시료에서 0.7 정도의 TBARS 값을 보 지만 3주 장 후에

는 비 종구가 1.12까지 증가한 반면 PA 종구의 경우 0.64를 유지하거나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미생물이 직 으로 혹은 미생물이 생산한 아민에 의해 간 으로 aldehyde에 향

을 미쳐 TBARS 값에 향을 미쳤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LC를 종한 시료의 

경우 3주의 장이후에도 TBARS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PA 종 시료와 다른 결과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방산패를 측정하기 하여 TBA 시험법을 실험할 경우 특정 미생물의 

오염이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실험을 해서는 미생물의 오염을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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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1. Changes of pH of the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inoculated with 

microorganisms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20℃). Abbreviation : 

Control,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D-PA, the microorganism was 

diluted twice using sterilized pepton water and inoculated with Pseudomonas 

aeruginosa; ND-PA, the microorganism was inoculated with Pseudomonas aeruginosa 

as is; D-LC, the microorganism was diluted twice using sterilized pepton water 

and inoculated with Lactobacillus casei; ND-PA, the microorganism was inoculated 

with Lactobacillus casei a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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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2. TBARS value (mg malondialdehyde/kg raw ground pork) of the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inoculated with Pseudomonas aeruginosa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20℃). Abbreviation : Control,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D, the microorganism was diluted twice 

using sterilized pepton water and inoculated with Pseudomonas aeruginosa; ND, 

the microorganism was inoculated a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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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3. TBARS value (mg malondialdehyde/kg raw ground pork) of the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inoculated with Lactobacillus casei during 

storage at 20℃. Abbreviation : Control, radiation-sterilized raw ground pork; 

D, the microorganism was diluted twice using sterilized pepton water and 

inoculated with Lactobacillus casei; ND, the microorganism was inoculated as is.

  (7) 녹차가루 이용 발효식품, 가공식품의 장안 성  품질 향상에 한 연구

   (가) 녹차 종류별 첨가 청국장

   녹차 종류별 첨가에 따른 청국장의 품질특성  

   녹차가 청국장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

   녹차를 첨가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균수를 Table 1-198

에 나타냈다. 발효 48시간 후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미생물 수는 무첨가구, 불발효차, 증제차, 

반발효차, 완 발효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청국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수는 약 10
9
 

CFU/g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무첨가 조구의 미생물수가 8.2×109 

CFU/g으로 나타나 발효가 잘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녹차첨가구의 경우 무첨가구

에 비해 미생물수가 게 나타나 녹차가 청국장 발효시 미생물 생육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완 발효차  반발효차 첨가구는 조구와 비교할 때 미생물 생육이 미약하여 

한 발효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는 

일반  청국장 미생물 수인 10
9
 CFU/g 이상으로 나타나 미생물학 으로 정상  발효를 진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pH 변화에 미치는 향 

   녹차를 첨가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pH는 Table 1-199와 

같다. 발효 후 청국장의 pH는 발효 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첨가 조구의 

pH는 7.25로 우리나라 통 청국장의 평균 pH 값인 7.2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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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마찬가지로 한 발효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녹차첨가구의 pH는 

녹차 첨가에 의한 미생물 생육 하로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완 발효차  반

발효차 첨가구는 pH가 히 낮아 정상 인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녹차

첨가가 청국장의 미생물 생육을 해하는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녹차가 지닌 미생물 

생육억제 효과와 더불어 녹차 첨가구의 기 pH가 조구에 비해 상 으로 낮아 기 미생

물 생육을 해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녹차 종류에 따라 청국장의 기 pH가 차이

를 보 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녹차의 발효 유무  정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Table 1-198. Viable cell count of Chungkookjang added with green tea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Sample Viable cell count (CFU/g)

Control 8.2(±0.3)×10
9

Powder-cha (steamed) 2.7(±0.5)×109

Choi-cha (non-fermented) 3.1(±0.3)×10
9

Ooreung-cha (semi-fermented) 7.1(±0.6)×10
8

Ttuck-cha (fermented) 3.5(±0.2)×108

Table 1-199. Changes of pH of Chungkookjang added with green tea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0 48

Control 6.57±0.02B1)a2) 7.25±0.03Aa

Powder-cha (steamed) 6.46±0.03
Bab

7.01±0.05
Ab

Choi-cha (non-fermented) 6.50±0.03
Bab

7.09±0.04
Ab

Ooreung-cha (semi-fermented) 6.40±0.05Bc 6.79±0.03Ac

Ttuck-cha (fermented) 6.38±0.02
Bc

6.62±0.04
Ad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200. Hunter's color value of Chungkookjang added with green tea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Sample L
*

a
*

b
*

Control 65.74±0.11
a1)

7.08±0.09
a

22.24±0.17
a

Powder-cha (steamed) 60.04±0.07c 3.04±0.05e 19.83±0.24b

Choi-cha (non-fermented) 60.85±0.15
b

5.09±0.08
b

18.74±0.09
c

Ooreung-cha (semi-fermented) 60.68±0.09
b

4.32±0.13
c

17.29±0.18
d

Ttuck-cha (fermented) 58.77±0.13d 4.04±0.07d 14.64±0.04e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 278 -

   녹차첨가가 청국장의 색도에 미치는 향 

   녹차를 첨가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색도변화를 Table 

1-200에 나타냈다. 그 결과 녹차첨가 청국장의 명도(L
*
), 색도(a

*
), 황색도(b

*
)는 모두 조구에 

비해 감소하 다. 청국장의 색은 능  품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인자로 녹차 첨가에 의

한 청국장의 색도변화는 능  품질 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 변화에 미치는 향

   녹차를 첨가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휘발성 염기태질소

(VBN) 함량은 Table 1-201와 같다. VBN 함량은 단백질의 변패정도를 측정하는 식품의 장성 

설정 지표로서 식품 장  발효과정  유리아미노산, 핵산 련물질, 아민류  암모니아 등 

질소화합물이 생성되어 VBN 함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취가 발생한다. 녹차첨가가 VBN 함량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녹차첨가구의 VBN 함량은 미생물 분석결과와 같이 미생물 생육 

하로 인해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완 발효차  반발효차 첨가구의 경우 미생

물학 으로 발효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취개선 효과와 VBN 함량과의 상

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의 VBN 

함량은 녹차의 이취개선 효능을 평가하기 한 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

었다.   

Table 1-201. Volatile basic nitrogen (VBN) content of Chungkookjang added with green tea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Sample VBN (mg%)

Control 125.3±5.04
a1)

Powder-cha (steamed) 112.2±3.52b

Choi-cha (non-fermented) 113.6±4.02
b

Ooreung-cha (semi-fermented) 83.3±5.01
c

Ttuck-cha (fermented) 63.0±5.83d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녹차첨가가 청국장의 능  품질특성에 미치는 향

   녹차를 첨가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능평가 결과를 

Table 1-202에 나타냈다. 발효 직후 녹차첨가 청국장의 외 은 녹차가 원료콩 표면에 부분 으

로 부착되어 외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으나, 동결건조 후 분쇄시킨 청국장 분

말의 경우 녹차 고유의 색택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발효 직후의 녹차첨가 청국장에 비해 

시각  품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결건조 청국장의 능평가 결과 외

은 조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은 평 을 받았으며 녹차첨가구의 경우 불발효차, 증제차, 

반발효차, 완 발효차 첨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원료로 사용된 녹차의 발효정도가 클수록 시

각  품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녹차첨가로 인해 청국장 고유의 색이 

변화하 기 때문으로 단되었으나, 불발효차  증제차가 첨가된 동결건조 청국장 분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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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술한 바와 같이 녹차 고유의 색택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조구에 비해 외  품질

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 상업 으로 매되고 있는 

녹차함유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정 인 

결과도 기 되는 바이다.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는 조구에 비해 녹차 첨가구 특히 불발효차가 

유의 으로 가장 높았으며, 콩 냄새의 경우 녹차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녹차가 

청국장의 콩 냄새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취 생성 정도는 조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완 발효차와 반발효차 첨가구 고,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한편, 맛과 종합  기호도의 경우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나 반 으로 불발효

차  증제차 첨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 발효차 첨가구는 조구와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완 발효차  반발효차 첨가구의 경우 발효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없었으나,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의 경우 상당부분 조구와 유사한 발효정도를 보 다고 단하 을 때 불발효차  증

제차 첨가구는 조구에 비해 능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청국장의 이취가 녹차 첨가에 의해 masking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의 VBN 함량이 이취발생에 의한 능  품질 하가 우려되는 수 임을 감안한다면 불

발효차  증제차 첨가가 청국장의 이취 감소  능  품질 개선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Table 1-202. Sensorial quality of Chungkookjang added with green tea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Characteristics Control Powder-cha Choi-cha Ooreung-cha Ttuck-cha

Appearance 6.00±0.54a1) 4.50±0.17bc 5.00±0.42b 3.83±0.65c 2.83±0.41d

Savory 1.25±0.25
c

1.75±0.43
bc

3.50±0.57
a

2.25±0.65
b

2.00±0.33
bc

Aroma Beany 3.83±0.75a 2.83±0.75ab 2.33±0.82b 2.33±0.52b 2.16±0.41b

Off-odor 5.33±0.72a 3.50±0.43b 2.67±0.12c 3.50±0.65b 3.17±0.72bc

Taste 3.33±1.21
b

4.33±0.95
a

4.50±0.74
a

4.17±0.83
a

3.67±0.46
ab

Overall acceptability 3.83±0.84ab 4.67±0.65a 4.50±0.91a 4.00±1.02ab 3.50±0.57b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녹차첨가 청국장의 항산화 활성

   녹차는 다양한 생리활성  특히 항산화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녹차가 청국장의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녹차를 첨가하고 37℃에서 48시

간 동안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자공여능을 측정하 다(Table 1-203). 그 결과 자공여

능 즉, 라디칼 소거능은 불발효차, 반발효차, 증제차, 완 발효차  조구 순으로 녹차첨가구

가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녹차 첨가시 청국장에 부가 인 기능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녹차의 항산화 활성은 수확시기, 제조방법  추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녹차의 발효정도가 클수록 항산화 활성이 감

소하 으며, 증제차의 경우 제조과정의 열처리로 항산화활성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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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03.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of freeze-dried Chungkookjang added with four 

kinds of green tea powder after fermentation at 37℃ for 48 hr

Sample EDA (%)

Control 10.46±2.35
d1)

Powder-cha (steamed) 35.99±2.16c

Choi-cha (non-fermented) 72.15±1.92
a

Ooreung-cha (semi-fermented) 59.85±3.25
b

Ttuck-cha (fermented) 33.05±2.81c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차 종류별 발효과정  청국장의 품질특성 변화

   차 종류별 첨가가 청국장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

   증제차,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시간 별로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균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204에 나타냈다. 발효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미생물 

수는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무첨가구, 불발효차, 증제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것은 녹차첨가구의 경우 무첨가구에 비해 미생물수가 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

며, 녹차가 청국장 발효시 미생물 생육에 향을 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무

첨가구, 불발효차, 증제차 첨가구의 총균수는 발효 2일이 경과했을 때 약 109 CFU/g 이상을 

보여 미생물학 으로 정상  발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기존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04. Viable cell count CFU/g of Chungkookjang added with Powder-cha 

(steamed) or Choi-cha (non-fermented) at 37℃ during fermentation periods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24 48 72 96

Control 1.50×10
10

2.78×10
10

4.05×10
11

5.75×10
11

Powder-cha 2.31×109 1.01×1010 5.71×1010 2.01×1011

Choi-cha 3.52×10
9

2.40×10
10

3.26×10
11

4.00×10
11

   pH 변화에 미치는 향 

    증제차, 불발효차를 종류별로 첨가하고 37℃에서 발효시간을 달리하여 동결 건조시킨 청국

장의 pH는 Table 1-205와 같다. 발효 후 청국장의 pH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발효 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생물 생육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불발효차를 첨가했을 

경우 증제차를 첨가했을 때보다 더 높은 pH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녹차첨가구의 pH는 녹

차 첨가에 의한 미생물 생육 하로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증제차 첨가구는 발

효 기부터 4일째까지 반 으로 낮은 pH 값을 보여 정상 인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

로 단되었다. 



- 281 -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24 48 72 96

Control 37±3.5
D1)a2)

 68±2.5
Ca

138±1.9
Ba

171±3.1
Aa

Powder-cha 17±2.4
Dc

28±3.1
Cc

62±4.2
Bc

108±2.4
Ac

Choi-cha 24±2.8Db 47±4.6Cb 101±3.6Bb 125±3.5Ab

Table 1-205. Changes of pH of Chungkookjang added with Powder-cha (steamed) or 

Choi-cha (non-fermented) at 37℃ during fermentation periods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24 48 72 96

Control 6.7±0.01D1)a2) 6.8±0.02Ca 7.0±0.02Ba 7.2±0.05Aa

Powder-cha 5.4±0.03
Dc

5.9±0.02
Cc

6.3±0.05
Bc

6.7±0.01
Ac

Choi-cha 6.5±0.01
Db

6.7±0.03
Cb

6.8±0.03
Bb

7.0±0.02
Ab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 변화에 미치는 향

   증제차,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발효시간을 달리하여 동결 건조시킨 청국장의 휘발

성 염기태질소(VBN) 함량은 Table 1-206에 나타내었다. 발효시간이 경과할수록 휘발성 염기티

질소 함량은 차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제차 첨가구의 VBN 함량은 미생물 분

석결과와 같이 미생물 생육 하로 인해 조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정상 인 단백질 분

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발효 4일째부터 정상 인 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제차 첨가구의 경우 발효 3일 까지는 미생물학 으로 발효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취개선 효과와 VBN 함량과의 상 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

었으나, 불발효차 첨가구의 VBN 함량은 약 100 정도로 나타나 녹차의 이취개선 효능을 평가

하기 한 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Table 1-206. Volatile basic nitrogen (VBN) content of Chungkookjang added with 

Powder-cha (steamed) or Choi-cha (non-fermented) at 37℃ during 

fermentation periods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녹차첨가가 청국장의 능  품질특성에 미치는 향(이취강도)

   증제차,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발효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동결건조 청국장의 이

취발생 정도를 Table 1-207에 나타냈다. 발효시간이 경과할수록 반 으로 이취의 강도는 조

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일간 발효시킨 청국장의 경우 특이하게

도 1.8의 수치를 보여 이취개선에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증제차 첨가구의 경우 발효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없었으나, 불발효차 첨가구의 경우 3일 이상 발효시키면 충분히 발효가 진행되었다고 



- 282 -

단했을 때 불발효차 첨가구는 조구  증제차 첨가구에 비해 능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청국장의 이취가 녹차 첨가에 의해 masking 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불발효차 첨가구의 VBN 함량이 이취발생에 의한 능  품질 하가 우려되는 

수 임을 감안한다면 불발효차 첨가가 청국장의 이취 감소  능  품질 개선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Table 1-207. Evaluation of off-odor strength of Chungkookjang added with Powder-cha 

(steamed) or Choi-cha (non-fermented) at 37℃ during fermentation periods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24 48 72 96

Control 3.6±0.8
A1)a2)

 4.6±1.0
Aa

5.1±0.7
Aa

4.9±0.2
Aa

Powder-cha 3.0±1.2Aa 4.2±0.8Aab 3.9±0.9Ab 4.1±0.3Ab

Choi-cha 3.1±0.5
Aa

3.8±0.4
Ab

1.8±0.4
Bc

4.3±0.7
Aab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불발효차 첨가량에 따른 청국장의 품질특성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각각 발효시키면서 시간 별로 측정한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균수를 Table 1-208에 나타냈다. 발효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결건조 청국장의 총미생물 수는 

 증가하 으며 불발효차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경우 발효 24시간 만에 일반 인 청국

장 미생물 수인 109 CFU/g에 도달하 고, 불발효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체의 증식은 억

제되어 발효의 진행이 느려졌다. 청국장의 발효  미생물 도는 B. subtilis를 starter로 종한 

경우 발효 10시간째부터 증식이 시작되며 35시간 이후에는 10
9
 CFU/g 정도로 증식한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무첨가 조구의 미생물수가 발효 36 시간째부터 1.4×1010 

CFU/g, 불발효차를 1% 비율로 첨가한 청국장의 경우 1.2×10
9
 CFU/g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고, 발효가 잘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불발효차를 2% 이

상 첨가한구의 경우 발효 36시간까지 10 8 CFU/g의 미생물수를 보여 무첨가구에 비해 미생물

수가 게 나타났으며, 한 발효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효 48시간 이후부터는 

불발효차 첨가구의 경우 일반 인 청국장 미생물 수인 10
9
 CFU/g 이상으로 나타나 미생물학

으로 정상 인 발효가 진행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208. Changes of viable cell count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for 

fermentation period at 37℃

Amount (%)
Viable cell count (CFU/g)

24hr 36hr 48hr 60hr 72hr

0% (Control) 1.6×109 1.4×1010 2.9×1010 4.4×1010 4.0×1011

1% Choi-cha 9.8×10
8

1.2×10
9

5.0×10
10

5.6×10
10

1.2×10
11

2% Choi-cha 7.0×108 8.7×108 4.0×1010 7.0×1010 2.4×1011

3% Choi-cha 5.0×108 6.1×108 7.3×109 4.0×1010 6.0×1010

4% Choi-cha 2.3×10
8

5.2×10
8

4.1×10
9

4.8×10
10

5.0×10
10

5% Choi-cha 6.0×107 2.7×108 5.5×109 2.2×1010 3.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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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발효차 첨가가 청국장의 pH 변화에 미치는 향

   불발효차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37℃에서 다양한 시간 로 발효시킨 후 동결건조시킨 청국

장의 pH는 Table 1-209과 같다. 불발효차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  불발효차를 첨가한 청국

장의 pH는 발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불발효차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같은 발효시간 에서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Table 1-208의 미생물수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불발효차 첨가에 의한 항균작용으로 인해 청국장 발효의 진행이 지연되었

고, 첨가량에 의존 으로 pH가 증가가 느려졌다. 불발효차 첨가가 청국장의 미생물 생육을 

해하는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녹차가 지닌 미생물 생육억제 효과와 더불어 Table 

1-209에서와 같이 녹차 첨가구의 기 pH가 조구에 비해 상 으로 낮아 기 미생물 생육

을 해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충남 학교에서 분양 받은 청국장 분리균

(Bacillus subtilis SLL-2)도 같은 Bacillus 속에 속하는 균이므로 불발효차 첨가에 의한 청국장 발

효의 지연효과도 같은 이유에서 생각할 수 있다.

Table 1-209. Changes of pH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for fermentation 

period at 37℃

Sample
Fermentation period (hr)

24hr 36hr 48hr 60hr 72hr SEM

Control 6.62E1)a2) 6.75Da 6.79Ca 6.90Ba 7.00Aa 0.02

1% Choi-cha 6.58Eab 6.71Da 6.76Ca 6.83Bb 6.92Ab 0.01

2% Choi-cha 6.52
Eb

6.59
Db

6.65
Cb

6.73
Bc

6.81
Ac

0.01

3% Choi-cha 6.50Eb 6.53Db 6.62Cb 6.67Bc 6.73Acd 0.02

4% Choi-cha 6.36Ec 6.48Dbc 6.53Cc 6.63Bc 6.65Ad 0.01

5% Choi-cha 6.31
Ec

6.42
Dc

6.48
Cc

6.53
Bd

6.61
Ad

0.01

SEM 0.01 0.02 0.02 0.01 0.01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210.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for 

fermentation period at 37℃

24hr 48hr 72hr

L a b L a b L a b

Control 71.9
a1)

6.3
a

22.2
a

68.9
a

7.3
a

21.9
a

65.3
a

7.3
a

21.2
bc

1% Choi-cha 67.3b 3.7c 19.6c 64.6b 4.2b 20.0c 64.6b 3.6c 20.4d

2% Choi-cha 66.3c 3.2f 19.8c 64.4b 3.4c 20.0c 64.1c 3.1d 21.1c

3% Choi-cha 63.7
d

3.6
d

19.6
c

63.4
c

3.2
d

20.2
c

63.6
d

3.1
d

21.5
a

4% Choi-cha 62.2f 3.9b 19.6c 62.8d 3.3c 20.7b 64.6b 3.0d 21.3b

5% Choi-cha 63.3e 3.4e 20.2b 63.2c 2.8e 20.6b 59.7e 4.0b 20.3d

SEM 0.1 0.04 0.07 0.13 0.05 0.13 0.15 0.08 0.09

1 )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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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발효차 첨가가 청국장의 색도에 미치는 향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다양한 시간 별로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색도변화를 

Table 1-210에 나타냈다. 그 결과 불발효차를 첨가한 청국장의 명도(L
*
), 색도(a

*
), 황색도(b

*
)

는 모두 조구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발효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더 낮은 

값을 보 다. 한편, 발효시간에 따른 청국장 색의 변화는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국장의 색은 능  품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인자로 녹차 첨가에 의한 청국장의 색

도변화는 능  품질 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불발효차 첨가가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 변화에 미치는 향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다양한 시간 별로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휘발성 염

기태질소(VBN) 함량은 Table 1-211과 같다. VBN 함량은 단백질의 변패정도를 측정하는 식품

의 장성 설정 지표로서 식품 장  발효과정  유리아미노산, 핵산 련물질, 아민류  

암모니아 등 질소화합물이 생성되어 VBN 함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취가 발생한다. 한편, 청국

장의 경우 부패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에 의한 발효로 보기 때문에, 발효정도에 따른 청국장 특

유의 이취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해 당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불발효차의 첨가가 청국

장의 VBN 함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불발효차 첨가구의 VBN 함량은 미생물 분석결과

와 같이 미생물 생육 해로 인해 같은 시간 에서 조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불발효차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더 낮은 VBN 함량을 보 다. 한편,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리구에

서 VBN함량이 증가하 으나, 불발효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VBN함량은 완만하게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백질 분해정도가 유사한 시료간 이취발생 유무 확인을 해 

VBN 함량을 측정한다면 불발효차 첨가에 의한 녹차의 이취개선 효능을 평가하기 해 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불발효차 첨가가 청국장의 능  품질특성에 미치는 향

   불발효차를 첨가하여 37℃에서 다양한 시간으로 발효시킨 동결건조 청국장의 능평가 결

과를 Table 1-212, 1-213, 1-214와 Fig. 1-45-1-46에 나타냈다. 발효 48시간째 불발효차를 첨가 청

국장의 외 은 녹차가 원료콩 표면에 부분 으로 부착되어 외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으나, 동결건조 후 분쇄시킨 청국장 분말의 경우 녹차 고유의 색택을 균일하게 유지하

고 있어 발효 직후의 불발효차 첨가 청국장에 비해 시각  품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동결건조 청국장의 능평가 결과 외 은 조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으며 불발효차를 첨가한 청국장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각  품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발효차 첨가로 인해 청국장 고유의 색이 변화하 기 때문으

로 단되었다. 발효 60시간  72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도 불발효차를 첨가한 경우가 조구보

다 유의 으로 낮은 시각  품질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 상업 으로 매되고 

있는 녹차함유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정

인 결과도 기 할 수 있으며, 기호식품으로써 간편하게 분말형태로 타먹을 수 있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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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1. Changes of VBN contents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for 

fermentation period at 37℃

Sample 24hr 36hr 48hr 60hr 72hr SEM

Control 9.80E1)a2) 16.83Da 33.6Ca 60.2Ba 91.0Aa 4.42

1% Choi-cha 7.00Eb 10.92Db 27.3Cb 44.8Bb 77.0Ab 1.87

2% Choi-cha 7.42
Db

10.5
Db

25.2
Cc

39.2
Bbc

70.0
Ab

3.64

3% Choi-cha 6.72Dc 8.40Dd 23.8Cd 40.6Bbc 57.4Ac 5.01

4% Choi-cha 5.60Dd 9.52Dc 22.8Cd 36.4Bbc 48.3Ac 3.39

5% Choi-cha 5.32
Cd

7.98
Cd

21.0
Be

26.6
Bc

46.2
Ac

4.95

SEM 4.31 2.45 5.72 3.32 4.97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212.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t 

37℃ for 48 hr 

Characteristics
Choi-Cha (%)

SEM
0 1 2 3 4 5

Appearance 6.2
a

5.4
a

4.8
a

5.0
a

4.8
a

4.8
a

1.3

Savory 4.0a 4.4a 4.6a 3.6a 3.6a 3.0a 1.0

Aroma Beany 7.0a 5.6ab 4.2bc 3.2bc 2.0c 3.4bc 1.2

Off-odor 5.8
a

4.0
ab

3.6
abc

2.8
bc

3.4
abc

1.4
c

1.1

Taste 2.8b 5.0a 5.0a 4.6ab 4.8ab 3.4ab 0.9

Overall acceptability 2.2b 4.4a 5.4a 4.8a 4.6a 3.8ab 1.0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Fig. 1-54.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t 3

7℃ for 48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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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는 조구에 비해 불발효차를 첨가한 경우가  발효시간 별로 강하

게 나타났는데, 48시간 발효시킨 경우 불발효차를 2% 첨가한 경우가 가장 강했다. 발효 60시간

이 경과된 경우에는 불발효차를 3% 첨가했을 때 가장 강했고, 72시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도 

3% 첨가구에서 가장 강했다. 콩 냄새의 경우 불발효차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불발효차가 청국장의 콩 냄새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효시간  별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졌다. 이취 생성 정도는 조구가 유의 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발효차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이취 생성 정도는  약해졌다. 한편, 맛과 종합  기호도의 경우 반 으로 불발효

차 첨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2%  3% 첨가구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4% 이

상 불발효차를 첨가했을 때에는 녹차 특유의 쓴맛이 발생하여 맛 기호도가 낮아졌으며, 종합  

기호도 한 유사한 경향을 얻을 수 있었다. 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4% 이상 불발효

차를 첨가한 경우 발효가 완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불발효차를 3% 첨가하여 

60시간 정도 발효시킨 청국장이 48시간 발효시킨 조구와 유사한 발효정도를 보 다고 단

하 고, 단백질 분해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불발효차 첨가구는 조구에 비해 능  품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청국장의 이취가 불발효차 첨가에 의해 

masking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불발효차를 1%로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VBN 

함량이 이취발생에 의한 능  품질 하가 우려되는 수 임을 감안한다면 불발효차를 3%로 

첨가하는 것이 청국장의 이취 감소  능  품질 개선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213.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between non-treated Chungkookjang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nd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fter 

fermentation for 60 hr

Characteristics
Choi-cha (%)

SEM
0 1 3 5

Appearance 7.2a 6.4a 5.6a 5.8a 1.5

Savory 5.6a 5.4a 5.8a 5.0a 1.4

Aroma Beany 6.0
a

6.0
a

3.4
b

3.2
b

1.2

Off-odor 7.0a 5.2ab 3.8b 4.0ab 1.4

Taste 5.0ab 5.2ab 7.0a 4.2b 1.2

Overall acceptability 5.6
a

6.6
a

6.8
a

5.6
a

1.0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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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5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between non-treated Chungkookjang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nd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fter fermentation for 60 hr.

Fig. 1-56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between non-treated Chungkookjang after fermentation 

for 60 hr and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fter fermentation for 7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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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4. Comparison of sensorial quality between non-treated Chungkookjang after 

fermentation for 60 hr and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after 

fermentation for 72 hr

Characteristics
Choi-cha (%)

SEM
0 1 3 5

Appearance 7.0a1) 5.4ab 5.2b 3.4c 0.8

Savory 4.2
a

4.4
a

4.6
a

3.4
a

1.0

Aroma Beany 5.0a 3.6ab 3.0b 2.2b 0.9

Off-odor 5.0a 4.2ab 3.8ab 2.8b 0.8

Taste 4.6
a

4.4
a

4.0
a

3.0
a

1.3

Overall acceptability 3.6a 5.4a 5.0a 3.8a 1.1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불발효차 첨가 청국장의 항산화 활성

   녹차는 다양한 생리활성  특히 항산화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차 카테킨은 

천연 항산화제인 α-tocopherol이나 비타민 C, 합성 항산화제인 BHA에 비해서도 강력한 항산화

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녹차가 청국장의 항산화활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기 해 이 의 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능 인 평 이 가장 높았던 3% 불발효차 첨가 

청국장을 37℃에서 발효시켜 동결건조한 후 자공여능을 측정하 다(Table 1-215). 그 결과 

자공여능 즉, 라디칼 소거능은 시간 별로 3% 불발효차를 첨가한 청국장이 조구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며, 발효 3일째까지 항산화능이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불발효차 첨가시 청국장에 

부가 인 기능  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불발효차를 첨가하지 않는 

조구의 경우 발효시간 별로 불발효차를 첨가한 청국장보다 낮은 항산화능을 보 고, 발효시

간이 경과할수록 항산화능은 차 으로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실험에 

사용된 녹차 특히, 불발효차의 경우 청국장의 이취를 감소시켜 능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

는 동시에 청국장에 녹차의 기능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 인 천연 식품소재로서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최  첨가량은 청국장의 충분한 발효  능 인 품질을 고

려하여 3%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215.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of Chungkookjang added with Choi-cha for 

fermentation periods at 37℃

Sample 24hr 48hr 72hr SEM

Control 32.06A1)b2) 30.59Ab 25.38Bb 2.15

3% Choi-cha 53.92Aa 51.78Aa 54.15Aa 3.12

SEM 3.17 2.53 4.02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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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차첨가 유과의 일반성분 분석 

   녹차가루를 1, 2, 3% 첨가하여 제조한 유과바탕의 수분  조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216에서와 같다. 유과바탕의 수분함량의 경우 조군이 4.93%이며 녹차가루의 첨가량

이 많아질수록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 이었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며, 조지방 함량 역

시 녹차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 고 3% 첨가구의 경우 조구와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과바탕에 녹차가루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기름 흡유율의 하로 단되었다. 일반 으로 

유과바탕의 기름 흡유율은 찹 반죽의 탄성과 반데기의 내부 수분함량에 향을 받는다. 즉 

녹차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녹차의 무기질  섬유소 양의 증가로 도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름 흡유율의 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하 다. 녹차가루 첨가유과의 팽화율 측정결

과는 Fig. 1-56과 같다. 녹차가루 첨가가은 1, 2, 3%로 증가될 때 팽화율이 각각 81, 70, 55%로 

조구와 유의 인 차이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유과의 팽화도는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수

침과 튀김온도의 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 과정을 개선한다면 녹차가루 1%첨가에 따른 팽화

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Table 1-216. Moisture and crude lipid contents of ingredients of Yukwa base 

Addition amount(w/w%) Moisture Crude lipid

0 4.93±0.12
a1)

14.86±0.82
a

1 5.09±0.35
a

13.89±0.80
a

2 4.91±0.29
a

12.53±1.96
ab

3 4.83±0.49
a

11.22±0.78
b

1)Average of 5 replicate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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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6. Expansion rate of Youkwa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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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과의 장  녹차가루 첨가에 따른 색의 변화는 Table 1-217과 같다. 반 으로 명도

(L-value)는 녹차가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장기간

에 따라 4, 8주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12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구와 3% 첨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증감의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녹차가루 1, 

2, 3% 첨가실험구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므로 녹차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녹색

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증자  튀김 과정에서 열에 의하여 엽록소가 괴되었기 

때문으로 단하 다. 황색도(a-value)는 조구와 비교해 볼 때 녹차가루 2% 첨가구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녹차가루 3% 첨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녹차가루 1% 첨가구의 

경우 다른 첨가구와 비교해 볼 때 유의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기간에 따라 황색도의 

증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색도(b-value)의 경우 기에는 조구와 첨가구간 유의 인 차이

를 보 지만 장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녹차가루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녹차가루 첨가량에 따라 폴리페놀화합물이 증가하여 

갈변반응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Table 1-217. Change in color L, a and b values of Yukwa base during storage at 35℃

 week
Addition 

amount(w/w%)

Color

L value a value b value

0

0 48.84±1.24
a

2.03±1.03
ab

14.75±2.08
a

1 45.75±0.82b 4.53±0.56c 18.77±0.89b

2 45.46±0.47
b

2.54±0.41
b

17.66±0.91
b

3 42.96±1.15
c

1.43±0.29
a

18.12±0.42
b

2

0  49.01±0.96a 2.33±0.58a 16.28±2.29a

1  44.90±2.41
b

4.17±0.22
b

16.34±1.38
a

2  43.38±1.06
b

1.96±0.75
a

16.51±0.42
a

3  42.41±2.87b 1.49±0.57a 16.77±2.03a

4

0  49.98±1.21
a

2.07±1.67
a

15.63±3.08
a

1  46.74±2.81
b

3.79±0.64
b

16.38±1.36
a

2  45.66±1.74b 1.81±0.36a 17.00±0.82bbb

3  42.29±1.18
c

1.34±0.25
a

16.83±0.29
ab

8

0 50.08±1.05
a

2.11±1.10
a

15.73±1.48
a

1 46.22±1.11b 4.00±1.01b 16.81±1.22ab

2 45.65±1.47
b

1.87±0.42
a  16.49±0.90

a

3 43.02±0.98
c

1.44±0.55
a

17.66±0.51
b

 

12

 

 

0 49.11±0.98a 2.01±0.61a 14.76±1.38a

1 45.09±1.11b 4.32±1.00b 15.01±1.09a

2 44.23±1.29
b

1.99±0.39
a

15.92±1.12
ab

3 43.76±1.08
b

1.32±0.57
aaa

16.96±1.21
b

1)
a-e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Value ± standard deviation (n=5).

L value : degree of lightness (whit +100 ↔ 0 black)

a value : degree of redness (red +100 ↔ -80 green)

b value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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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첨가 유과바탕의 능  특성

   녹차가루 첨가량에 따른 능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218과 같다. 유과바탕의 

단맛(sweetness)은 조구가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나 1, 2%첨가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

다. 경도(hardness)의 경우 녹차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딱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입안에서의 녹는 느낌(mouth feel)은 경도와 마찬가지로 녹차가루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부드러움이 덜한 것으로 평가하 으나 1% 첨가구는 다른 실험구와 다르게 매

우 부드러운 것으로 평가하 다. 유과바탕의 색은 지 까지 해왔던 조구에 가장 큰 선호도

를 보 지만 1% 첨가구 역시 4.21(acceptance)로 높은 수를 보 다. 이것은 가루녹차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녹차의 catechin, tannin 그리고 caffeine 등의 용출량이 많아져 떫은맛과 쓴맛이 

강해져 상 으로 단맛이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이취(off-flavor)의 경우 모든 

첨가구가 2.0 이하로 이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오히려 녹차가루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녹차가루 냄새가 유과바탕 본래의 이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단하 다. 이상의 능

평가 결과를 보면 유과 제조시 1%수 으로 녹차가루를 첨가하 을 때에는 단맛과 색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0% 첨가 조구와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녹차가루

를 2%이상 첨가하여 제조한 유과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에서 낮은 수를 보 다. 이와 같이 

가루녹차를 식품에 첨가한 연구들을 보면 1%를 첨가한 밥, 설기떡, 생면과 식빵 등의 경우에 

녹차가루와 조화되어 색깔, 맛 그리고 체 인 기호도 등에서 가장 바람직한 품질 특성을 유

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Table 1-218. Sensory characteristics of Yukwa and Yukwa base

Sensory characteristics
Addition amount(w/w%)

0 1 2 3

Sweetness 3.89±1.41
a1)

3.32±1.39
ab

2.33±1.09
ab

2.21±1.22
b

Hardness 4.33±1.48a 4.40±1.44a 4.55±1.04a 4.56±1.38a

Mouth feel 4.44±1.78
a

4.78±0.69
a

4.10±1.07
b

3.66±1.39
b

Color acceptability 5.33±0.54
a

4.21±0.88
b

4.00±1.25
bc

3.55±1.21
c

Taste acceptability 4.78±1.04a 4.67±1.27a 3.00±1.64b 2.89±1.89b

Overall acceptability 4.67±1.18
a

4.74±1.30
a

3.22±1.44
ab

2.89±1.54
b

Off flavor 1.98±3.22
a

1.54±2.61
a

1.31±3.22
a

1.29±3.66
a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Value ± standard deviation (n=8).

   녹차첨가가 유과바탕의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향

   녹차가루 첨가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35℃에 장하면서 TBA value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1-219과 같다. 조구의 경우 2주를 기 으로 격히 증가하 으나, 8주 이

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가루 첨가구의 경우 조구에 비하여 8주까

지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는 높은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녹차가루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항산화 효과는 보다 효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녹차가루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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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녹차가루 첨가를 통하여 유과의 지

질산화 안 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Table 1-219. Effect of antioxidant on TBA value(MA μmol/g) of Yukwa base during 

storage at 35℃

Addition 

amount(w/w%)

Storage period(week)

0 2 4 8 12

0 3.29±0.41 3.82±0.37 7.1±0.41 9.49±0.31 9.57±0.37

1 4.38±0.26 4.31±0.94 5.96±0.65 6.96±0.37 7.55±0.30

2 4.86±0.81 4.70±0.81 6.02±0.05 6.08±0.67 6.38±0.27

3 4.06±1.01 4.54±0.25 4.53±0.32 5.8±0.45 5.10±0.60

Value ± standard deviation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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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RT/BT/N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1. 서론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

개발  활용 연구

  (1) RT/BT 이용 녹차 신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용시험  생리활성 품질보증

   천연물은 주성분인 폴리페놀류의 기능으로 인하여 피부미백 효과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외에도 콜 스테롤 하, 압상승 억제, 항 돌연

변이 방, 동맥경화 방, 식욕 증진, 체온 조  효과  청 의 지질 농도를 하시켜 

성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천연물의 이러한 효과가 리 알려지면서 그의 기능성

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천연물 추출물은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

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천연물 추출물은 클로로필, 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강

한 천연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존 제품 색상

의 변화를 래하게 되는 문제 이 있어서, 천연물의 우수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제조에 응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 이에 천연물 추출물에서 색소를 제거

하기 하여 막분리,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복잡한 색소 정제과정이 이용되고 있으나, 뚜

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유해물질의 잔류나 생성이  없이 살균/살충하여 식

품을 장기간 동안 안 하게 장하는 식품 가공/ 장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어 방사선 식품조사

는 국제기구(FAO/WHO/IAEA)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 건 성과 경제성이 공인되어 

각국 보건당국에 의해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녹차잎을 200 kV로 가속화시켜 15 분간 자선을 쪼인 후, 품질의 하없이 녹차잎을 멸균

하는 방법 이 개시되어 있고(Mokoto et al., 1999), 일본특허 제 11032678호에는 녹차잎을 물에 

침지한 상태로 1 MeV 이하의 에 지를 갖는 자선을 조사함으로써 다른 처리없이 공기 에

서의 장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한, 녹차잎을 마이크로웨이 로 조사하여 녹차

잎의 색과 맛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일본 특허 제 63276443호에 기재되었으며, 일본 특허 제 

591322857호에서는 녹차잎을 약 40℃의 온수에 넣고, 그 상태로 자선을 조사하여 색상, 풍미 

 맛을 유지시키며 추출효율이 증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물의 생리활성의 하없이 색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해 생리활성

을 갖는 천연물에서 천연물을 용매로 추출하여 추출물을 얻고 이에 방사선을 조사하 다. 천연

물 추출물에서 색도 개선, 불순물 제거  생리활성을 유지하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용성을 살펴보기 해 색도  생리활성 등의 방사선 조사된 천연물 추출물의 특성을 평가하

다.

  (2) RT/BT 융합기술 이용 폐자원(귤피)으로부터 기능성 신소재 발굴  이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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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과채류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천연물질인 라보노이드들이 항암성 뿐만 아니라 

항알러지성, 항바이러스성, 항염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 지면서 

이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Lam et al., 1994; Miller et al., 1994). 일반 으로 식물계에 

리 존재하는 bioflavonoids는 귤껍질 에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diphenylpropane을 기본구조로 하는 물질로서 항산화, 항균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 

(Brack et al., 1994). 한 귤껍질에 있는 펙틴은 과육의 펙틴보다 3배정도 함량이 높으며 각종 

약리효과가 뛰어난 식이섬유로 평가되고 있으며  콜 스테롤 감소(Kay and Truswell, 

1977)  장내 유용세균 증식(Vargo et al., 1985)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식품의 감마선 조사는 모든 식품  소재의 부패방지, 제품의 안 성  보존성 향상

의 효과가 보고되어 제약, 의료  화장품과 같은 공 보건 산물에 리 사용되고 있다(Byun, 

1997). 한 감마선 조사기술은 잔류독성이  없고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Thayer, 1990). 감귤가공시에 부산물로 과피가 많이 발생하여 이의 처리가 

문제 으로 두되고 있으며 한 이의 활용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 한 양이 폐기처분 되고 있지만,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귤

껍질의 천연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을 밝히고자 추출방법을 달리하여 귤껍질 추출물

을 제조한 후 감마선 조사하여 추출물의 이화학  특성을 검토하 다. 

  (3) 농산 부산물인 귤 정유로부터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식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 얻어지는 다량의 부산물은 경제 인 면과 생물학  산소요구량 

때문에 부산물 처리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Meyer et al., 1997). 감귤을 가공하는데 있어 다

량으로 발생하는 감귤 정유는 살균  살충등에 효과가 있어 세정제, 식품향료,  의약품 등

에 첨가되고 있다. 정유의 주 성분인 d-limonene은 Aspergillus parasiticus의 생장과 aflatoxin 생

성을 억제한다는 보고와 citrus oil이 식물 병원균인 Colltotrichum falcatum, Fusarium 

moniliforme, Ceratocystis paradoxa 등에 항균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Donpedro, 1996). 감

마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양  능 인 품질 하 없이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WHO, 1999) 최근에는 체내 사 해물질인 phytic acid에 감

마선 조사를 용하여 phytic acid의 수 을 감화하고, 동시에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Park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연

구를 해 감귤 음료 가공  생성되는 부산물인 감귤 과피를 추출․정제하여 얻어진 감귤 정

유의 생리활성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더불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감귤 정유의 생리활성에 변화

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보았다.

  (4)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펄 폐액 재활용기술 기 연구

      목재는 지구상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며 화석자원과 달리 거의 구 으로 재생산이 가능하

며, 한 식품이나 기능성 소재  액체연료, 화학공업원료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리그닌은 목재에 존재하는 분자량 1∼100만을 갖는 고분자물질이며 리그닌을 포함한 자

연계에 존재하는 폴리폐놀은 최근 항산화 작용, 항동맥경화 작용, 항균 작용 등의 여러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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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 짐에 따라 이 성분을 첨가한 건강식품, 드링크 제품, 화장품, 치약, 검 등이 일  붐

을 일으키고 있다. 재 상용되고 있는 리그닌의 주공 원은 펄 공장으로 펄 폐액 에는 

목재의 주요 구성성분인 리그닌과 당 화합물  리그노셀룰로오스가 다량 함유되어있으나, 

폐액 에 약품을 회수하기 하여 폐액을 농축한 후 연소시켜 열에 지원으로 이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주로 식량자원의 장  해 안 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분야(유해성분 제거, 알러지 감 식품개발, 

신소재 개발)에 한 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사용범 가 확 되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리그닌과 당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펄 폐액에 방사선을 용한다면 식품과 화장품  의약

품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펄 폐액을 50 

kGy로 감마선 조사한 후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층으로 분액하여 각층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항돌연변이원성등을 측정하 다. 

  (5)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섬유 폐자원(실크 단백질)으로부터 기능성 소재개발

    에로부터 생산되는 실크는 섬유상 단백질인 피 로인과 이들을 부착시키는 고무상 단백

질인 세리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 로인과 세리신은 실크 단백질의 주 구성 물질로서 피 로

인은 70~80%정도이며 세리신은 견사의 체 량의 20-30%정도로 구성되어있다. 실크 단백질 

 세리신의 정확한 분자크기를 견 하기는 힘들지만 략 65-400 kDa정도로 구성된

다.(Voegeli et al., 1993; Engel et al., 1987) 정련단계를 거쳐 세리신 부분을 제거한 피 로인 

섬유는 수 천년 동안 의류용 실크로 리 이용되어 왔으나(Kim and Bae., 2003), 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는 인스턴트  편의식품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는 식생활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

의 건강을 하고 있어 최근 입는 에고치에서 식용, 미용의 실크 단백질의 생산이 가능하

게 되었고 이의 생리활성이 밝 지며 식품, 화장품등의 산업  이용방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Hirabayashi et al., 1993). 반면, 세리신은 고치실의 정련과정에서 부분 유실될 뿐만 

아니라 정련폐액으로부터 순수하게 세리신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으로 실크 세리신에 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었지만 재 세리신에 한 연구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00). 재 세리신은 하이로젤, 생분해성 재료, 의료용 생체재료, 효소 고정화 지지체, 섬유 코

제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리 활성소재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최근 세리신에 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리활성기능을 활용한 신소재의 개발의 가능성 때문이다. 

   한편, 방사선 조사는 투과력이 강하여 농산물의 발아  발근 억제, 멸균, 의료산업  화장

품등 많이 쓰이고 있다.(Byun, 1994) 최근에 감마선 조사기술은 가공공정  기능성 향상(Lee 

et al., 2001; Son and Byun., 2001)까지 이용 범 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 까지 보고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sericin의 기본 인 특성을 알

아보고, 최근 식품의 새로운 가공기술로서 그 사용이 확 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미 

건 성과 안 성이 승인된 방사선 조사기술  감마선을 목하여 식품의 기능  품질의 향상

과 세리신의 생리  기능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연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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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1)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 - CLA 개발  기능성 평가

   Conjugated linoleic acid (CLA)는 linoleic acid의 이성체  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

산을 말하는데 이 결합의 치는 9와 11, 10과 12가 존재하며, 기하학  이성체로는 cis-cis, 

cis-trans, trans-cis  trans-trans 형이 존재한다. CLA의 생리활성 효과로는 항암효과, 콜 스

테롤 축  억제, 면역증강효과,  콜 스테롤 수치 하,  LDL-콜 스테롤 산화를 막아

주는 항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당뇨병 방  치료효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

이 알려져 있는데 그 에서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 et al., 1991). 그러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암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에 한 인식이 차로 커

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CLA는 탁월한 항암 억제 활성을 보이는 물질의 하나로서 재 미

국과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  의약품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CLA와 련

한 연구는 CLA 각각의 isomer에 한 생리활성에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Butyrivibrio 

fibrisolvens  젖산균을 이용한 CLA 생산에 한 연구,  CLA 유도체 합성  arginine-CLA 

complex 합성을 통한 CLA 수용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03; Pariza 

et al., 2001). 본 실험에서는 conjugated linoleic acid의 항암  항산화성 증진을 하여 표

인 항산화제 의 하나인 gallic acid와 결합한 새로운 gallic aicd-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의 물질을 개발하고 이의 생리활성 평가를 실시하 다. 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linoleic acid를 conjugated linoleic acid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 다. 

  (2)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 연구

   (가) 울 과 강황

   울 (Curcuma longa)와 강황(Curcuma aromatica)은 국 남부와 인도, 오키나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자생, 재배되며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서도 재배된다. 술과 함께 섞으면 

게 처럼 되어 붙여진 이름이며 모양이 아술과 비슷하고 말의 질병을 치료하므로 마술이

라 하기도 하 다. 울 은 기원 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염료와 식품착색재로 사용되었으며 인

도 카 의 원료이다. 일본에서는 단무지 착색재로 울 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장수마

을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일 에서 특용작물로 재배돼 건강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뿌리에 

황색의 결정성분인 디 톤 화합물 쿠르쿠민(curcumin)과 그 유도체인 p-히드록시신나모일페루

로일메탄(p-hydroxycinnamoylferuloylmethane)  p,p'-디히드록시디신나모일메탄(p,p'-dihydr- 

oxydicinnamoylmethane)으로 된 황색색소를 0.3% 정도 함유하며 그 밖에 정유 1～5%, 불휘발

성유 약 2.4%, 분 50%, 조섬유 5%, 회분 4%, 수분 16%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

마선 조사에 의한 울 과 강황, 그리고 색소 물질이며 항산화능이 밝 진 Curcuminoids의 항

산화, 색,  curcuminoids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나) 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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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분자 딸기(Rubus corenum Miqual)는 생약재의 하나로, 한방에서는 미숙과를 복분자(覆盆

子)라고 하며 보간신(補肝腎), 명목(明目)  이뇨제의 효능이 있고, 정력감퇴, 유정  빈뇨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사용법으로는 미숙과를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거나 술에 담가 

복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복분자의 생리활성 성분에 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복분자 열

매, 기, 잎의 phenol성 화합물  terpenoids 화합물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열매의 80% 

acetone 추출물에서는 가수분해성 tannin인 sanguiin H-4와 H-6, gallic acid 등이 확인, 동정되

었고, 기에서는 축합형 tannin으로서 epicatechin과 procyanidin H-4가 분리된 바 있으며, 잎

의 phenol성 화합물에 한 연구에서는 4종의 가수분해성 tannin과 4종의 flavonoids를 분리 

동정한 바 있다. 복분자의 약리 인 연구로는 항암활성  면역증진효과, 항산화  항균효과, 

polyphenol의 superoxide기의 제거 작용과 xanthine oxidase의 억제 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약리작용을 지니고 있는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에 한 기술  

연구는 술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종제품에 복분자 자체를 이용

하여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한 는 보고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 의 하나는 복

분자 고유의 진한 색상이 가공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방사선 조사

는 모든 식품  소재의 부패방지, 제품의 안 성  보존성 향상의 효과가 보고되어 식품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  화장품과 같은 공 보건산물에 리 사용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천연

물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를 응용하여 첨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게 색택을 밝고 투명

하게 변화시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생리활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이의 공  보건 제품 소재로서 활용도 진행 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딸기를 

식품이나 화장품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해, 복분자 착즙액

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감마선 조사한 후 색상  생리활성 변화를 보았다.

   (다) 비

      비  (Eriobotrya japonica L.)는 장미과의 상록 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경남  남지방 

등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 주로 자생하고, 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청폐, 진해, 거담, 건 , 이뇨, 패열해

소, 기 지염, 구역질, 딸꾹질  부종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비  잎에는 터페노이

드와 라보노이드등의 유용한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염증, 항HIV, 항돌연변이  

항암활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비  씨는 polyphenol 화합물군과  amygdalin 등이 함유되어 있어 산

화  스트 스를 감소시켜 주며 한 항산화효과도 보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 비 를 이용해서 식품  련 산업에 용하기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며, 그 

이유 의 하나는 비 의 제한  분포  천연에 리 분포하는 클로로필과 같은 색소 때문에 

고유의 진한 색상이 가공 시에 문제 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마선 조사는 모든 

식품  소재의 부패방지, 제품의 안 성  보존성 향상의 효과가 보고되어 식품뿐만 아니라 제약  

화장품과 같은 공 보건산물에 리 사용되고 있다. 한 감마선 조사기술은 잔류독성이  없고 

식품 원래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정 인 효과가 보고 된 바 있고 가공 공정  기능성 향

상에 까지 이용범 가 확 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식품을 포함한 여러 산업의 분야에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최근에는 천연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투명한 색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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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변화  화합물의 생리활성 상승효과가 보고 되어있으며, 이의 천연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도 진

행 에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잎, 과육  씨 등 부 별 비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돌연변

이원성 활성을 평가를 하 으며 감마선조사에 의한 산업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천연 기

능성  소재로서의 개발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라) 민들

   민들 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으로 리 퍼져 있으며, 

로부터 약   식품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 유럽에서 민들  잎은 샐러드로 이용되고, 뿌리

는 커피 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국  북미에서는 통 인 민간약 로 알려져 상처치유

에 사용되어져 왔다. 한, 민들 는 이뇨작용이 있으며, 어리고 연한 잎은 건 소화약으로 이

용되기도 하 다. 민들 의 주요성분으로는 hydroxycinnamic acid, chicoric acid, 

monocaffeyltartaric acid, 그리고 chlorogenic acid 등이 있으며, 잎 부 는 coumarins, 

cichoriin, aesculin, 비타민 C (50-70 mg/100g) 그리고 비타민 D (5-9 mg/100 g)를, 꽃 부 는 

luteolin 7-glucoside, quercetin, 그리고 luteolin 등을 함유하고 있다(Han et al., 2005). 기존의 

민들  추출물에 한 연구로는 Kang et al. (2002)의 항산화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연구와 

Kim et al. (1999)의 민들 로부터 항균성 화합물의 분리  동정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기타 생리활성 연구로는 민들 의 항암  항종양 활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Takasaki et al., 1999a; Takasaki et al., 1999b). 한편, 감마선 조사는 식품  소재의 부패방지, 

제품의 안 성  보존성 향상의 효과가 보고되어 제약, 의료  화장품과 같은 공 보건 산물

에 리 사용되고 있다(Jo et al., 2003).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

여 천연소재를 산업 으로 용이 용이하도록 색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재료에 따라 

생리활성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 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An et al., 2004; Byun et 

al., 2004).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민들  추출물의 생리활성과 물리화학

 변화와 감마선을 응용하여 산업 용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천연물을 이용한 식품  화장

품 소재 등의 기능성 공 보건소재로의 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 녹차 기

   녹차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국 등의 동아시아권에서 오래 부터 음료로서 애용되어 왔

으며, 최근에 심  질환과 암과 같은 성인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와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리 알려진 이후 그 소비가 

증하고 있다(Tilburg et al., 1997; Drosti et al., 1997; Mukhtar and Ahmad, 1999). 최근까지

의 연구에 의하면 녹차의 항산화성은 catechin류의 hydroxyl(OH)기의 수와 그 치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EGCG, (-)-EGC, (-)-ECG  (-)-EC의 순으로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Yeo et al., 1995). 이외에도 녹차의 polyphenol은 화학  돌연변이원성에 한 항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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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Amarowicz and Bautista, 2000), 암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 한 방어 효과

(Mukhtar and Ahmad, 1999), free radical로 부터 항산화  피부 보호제의 기능(Ryu and 

Park, 1997), 지방산화 억제(Chen et al., 1996), 소화기 에서의 발암성 nitroso 생성물 억제

(Kuroda and Hara, 1999),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산화의 억제, 청 지질농도 하, 

성지질의 생성 억제를 통한 비만 방지(Park et al., 1996) 등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 녹차 추출물의 항미생물 기능성에 한 연구와 녹차의 암세포 억제작용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Oguni et al., 1989). 본 연구는 녹차잎에 비하여 상품성이 떨

어지는 부산물인 녹차 기를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 화장품, 의약품  부외품 등으로의 산

업  이용가치를 높이기 하여 녹차잎과 녹차 기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과를 비교하 다. 

한, 감마선을 이용하여 색상을 개선하고 산업  이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3)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 연구

   (가) 베타 루칸

   다당의 일종인 루칸은 D- 로코오스만을 구성당으로 하는 포도당 합체로서 연결 형태

에 따라 α 혹은 β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베타 루칸은 포도당 단 체가 1, 3번 치에 β- 리

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기본 골격에 4번 (β-1, 4 결합) 혹은 6번 β-1, 6결합) 탄소에 측쇄를 

가지며 이러한 측쇄 유무에 의해 구조 인 차이와 함께 물리․화학  성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섯, 효모와 식물로부터 분리된 베타 루칸은 일반 으로 리 분포되어 있고, 

kilo-daltons에서 mega-daltons까지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다당류이다. 베타 루칸은 

미국에서 차세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정되어 높은 매량을 보이고 있으며 1983년 미국 

FDA가 규정하는 일반 안 기 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베타 루칸은 겔화  수용액에서 

도상승능력 때문에 소규모 식품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도로 인해 기능성 식품의 

첨가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분자량  높은 농도와 련이 있다. 재 이에 따른 

효과 인 베타 루칸의 분자화 기술개발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분자들은 산처리, 효소 처리  물리  처리에 의하여 분자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와 같은 방법은 기 반응에 화학첨가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side product를 형성하기 때

문에 보다 많은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감마선 조사기술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온도, 

환경 등의 특별한 조작과정이 필요 없이 분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 경제 으로 유익

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용하여 베타 루칸의 성과 분자량의 감소, 

용해도와 미생물학  안 성을 개선하여 식품산업에서 더욱 효과 이고 안 하게 용가능 여

부를 평가하 다.

   (나) 타피오카

   타피오카 분은 열 작물인 타피오카의 뿌리에서 채취한 식용녹말로 천연 타피오카 우더

를 생 으로 처리한 천연 분이다. 도가 높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신체에 많은 에 지를 공 해 다. 특성으로는 호액의 성이 높고, 탄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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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끈기가 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호화개시온도가 낮고, 겔화가 되

지 않아 유동성이 있으며, 노화방지에 강하고 보존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면류  제과, 제

빵에 용 시 품질개선이 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요한 녹말 자원으로, 녹말당 ·캐러멜 ·

과자 제조 등 식용 외에 방직용 풀로 이용된다. 한국은 1974년부터 알코올 발효원료로 타피오

카를 수입하고 있다.  그밖에 타피오카는 매우 많은 식품가공원료  식품의 부형제  결착제

로 사용되는 우수한 천연 분이다. 그러나 타피오카 분은 호화 시 도상승능력 때문에 기능

성 식품의 첨가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효과 인 타피오카의 분자화  성 감

소 기술개발 방법이 요구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타피오카와 구조 으로 유사한 고분자들은 산 

처리, 효소 처리  물리  처리)에 의하여 분자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와 같은 방

법은 기 반응에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side products를 형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마선 조사기술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온도, 환경 등의 특별한 조작과정이 필요 없이 분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 경제 으

로 유익한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타피오카의 성과 분자량의 감소와 호화 개시

온도를 개선하기 하여 방사선 기술을 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피오카를 더욱 효과

이고 다양한 식품 원료로 사용을 확장 할 것이다.

   (3)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다시마, 미역 포자엽, 톳을 비롯한 갈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푸코이단은 분자량이 20만

을 넘는 고분자 물질로 L-푸코스에 에스테르화 황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소량의 루코오스, 자

일로오스 등을 함유하는 단히 복잡한 황산화 다당이다(Kwon et al., 2006). 푸코이단은 갈조

류 등에 존재하는 기타 식이섬유 다당인 알긴산, 카라기난, 라미나란 등과는 구조  생리  

작용이 다르고 오히려 동물의 액응고 해능이 있는 헤 린과 구조  작용이 매우 유사하

여 항 액응고  액정화활성을 나타낸다. 한 면역증강작용, 항암, 항바이러스  항산화활

성 등의 생리활성이 밝 지고 있다. 한편 푸코이단의 항암활성, 항HIV  항 액응고작용 등

은 모두 다당류 상태보다 작은 분자량 상태에서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Funahashi 

et al., 2001). 그러나 단단한 조체와 세포벽 충 물질인 세포간 다당의 유용성분을 추출하기가 

어렵고 추출한다하여도 수율이 매우 낮으며,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재 키토산 

 알긴산 올리고머에 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으나 푸코이단의 경우는 올리고머 생산을 해 

푸코이단 가수분해능을 가진 해양유래 미생물을 선별  분리하거나 푸코이단 분해효소에 

련된 연구와 같은 기 자료만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까지 사용된 고분자의 분해방법

으로 가열 가수분해와 화학  분해  효소분해법 등이 있다(Cho et al., 2003). 부분의 올리

고당류의 제조는 효소분해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나(Anonymous, 1981) 이들 방법은 분

해시간이 길고, pH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화학약품이나 효소 투여량 등이 정확해야 하는 등 

공정이 복잡하여 균일한 분자량을 얻기 힘들고 산업  측면에서 량으로 이용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한 산가수분해 처리를 할 경우 폐수처리문제도 발생한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고분

자 분해에 유용한 기술이며(Woods and Pikaev, 1994) 이는 분자 합체를 이루는 결합에 자유

라디칼을 형성하여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분자가 매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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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키토산, 알긴산염, 카라기난, 셀룰로오스, 펙틴 등과 같은 탄

수화물을 재구성  재활용하여 사용할 목 으로 감마선 조사 기술이 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을 이는데 유용한 기술로 보고되고 있다(Kum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푸코이단의 올리고머 기술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푸코이단 용액을 감마선 조사하여 생리활성 변화를 확인해보았다. 

   (4)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생분해성 필름은 지구 환경보존이라는 사회  요구로 등장하 으나, 그 종류  기능이 제

한되어 있어 기존의 필름을 완 히 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따라서 폐필름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를 완 히 해결할 수 있는 수 은 아니다. '80년   기존의 필름에 분 등을 첨가

한 생붕괴성 필름이나 분해 진제를 첨가한 분해성 필름이 기존의 필름 체품으로 등장

하여 각 을 받아 왔으나 사용 후 토양 등 자연상태에 폐기처분되어도 생붕괴성 필름은 분해

되지 않고 미세하게 붕괴만 되므로 분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분해성 필름을 개발하기 

해서는 생분해성 원료와 가공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분은 렴한 가격과 신생성, 생분해성등의 특징으로 포장재로서 용이 매우 쉬운 생고분자 

 하나이다. 그러나 분 필름은 기계  강도가 떨어지고 수분에 매우 약한 단 을 가지고 있

다. 감마선 조사는 고분자 물질을 결합시키거나 분해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cust bean 검과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분-검 필름의 색도, 기계  

강도, 효소  분해성,  수분 투과도를 측정하 다.

   (5)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의 (fibrin clots)은 심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의 제거는 심 질환의 

방과 치료에 요한 요소이다. 은 일반 으로 인체의 이 손상을 받아 출 이 일어난 

후 액이  는 조직 내에서 응고됨으로서 생성된다. 의 생성은 최종 으로 활성화된 

thrombin에 의하여 장 단백질인 fibrinogen이 fibrin으로 환됨으로써 유도된다(Furie, 1988). 

정상 인 경우 (fibrin clots)은 plasmin 등과 같은 용해효소(fibrinolytic enzyme)에 의

해 체내에서 자연 으로 분해된다(Rijken and Sakharov, 2001). 그러나 이나 조직 내에 과

도한 양의 이 축 되거나 용해와 련된 생리학  기구가 정상 으로 못할 경우에는 

액의 흐름이 제한되고 결국은 특정조직에 산소와 양물질을 공 하지 못하게 되는 증

(thrombosis)을 유발하여 결국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Rijken and Sakharov, 2001). 

증의 치료제는 streptokinase, urokinase, 그리고 tissue-type plasminogen activator(tPA)처럼 

액의 plasminogen을 활성화된 plasmin으로 환시켜주는 plasminogen activator type과, 

plasmin처럼 생체 내에서 선택 으로 을 용해시켜  수 있는 fibrinolytic enzyme type으

로 구분한다(Rijken and Sakharov, 2001; Loskutoff and Schleef, 1988).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

은 가격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urokinase를 제외하고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하며 상당한 부

작용이 수반되기도 한다(Sumi et al., 1985). 따라서 최근에는 보다 경제 이고 경구투여가 가능

하며 을 선택 으로 용해시킬 수 있는 용해물질의 탐색이 다양한 동식물 자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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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조류(Matsubara et al., 1998; Matsubara et al., 1999), 지 이(Fan et 

al., 2001; Wu et al., 2002), 뱀 독(Koh et al., 2001; Liang et al., 2001), 미생물(Peng et al., 

2003) 등에서 용해물질이 분리된바 있다. 특히, 미생물이 생산하는 용해효소는 특이성

이 높고 산업화가 용이하며 발효나 유 자 조작(Nakamura et al., 1992; Sloma et al., 1990; 

Wu et al., 1990) 등을 통하여 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이에 한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

다. (Sumi et al., 1990; Fusita et al., 1995)은 일본의 통 두 발효식품인 natto와 임식품인 

shiokara(Nakajima et al., 1993)에서 용해효소 생산 균주를 분리하고 효소를 정제하 으며 

이의 경구 투여시 생체내의 용해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청국장(Kim et al., 1996; Lee et al., 1998), 젓갈(Kim et al., 1997), 된장

(Kim et al., 1998), 김치(Noh et al., 1999) 등의 발효식품에서 용해효소 생산균주가 분리되

었는데 특히 된장에서 분리된 Bacillus는 natto나 청국장에서 분리된 균주보다 높은 용해능

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발효식품 의 용해 효소는 식품으로 직  섭취할 수 

있으므로 심 질환의 방에 유효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산업 으로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식품 생산과 통발효식품의 소비 진 등이 기 된다. 따라서 최근 국에서 보고된 

용해효소 생산균주의 고상발효(solid state fermentation)를 이용한 효소의 량생산 공정 연

구(Sun et al., 1998)나 nattokinase의 상품화 등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우리나라 통장류는 일

본이나 국의 발효식품보다 월등히 높은 용해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Kim et 

al., 1998) 생체 내의 용해와 한 계에 있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에 

한 해활성도 높아(Vaughan, 2002) 기능성 측면에서의 상승효과가 기 된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미생물 용해효소에 한 연구는 효소의 분리정제와 생화학  특성 규명(Kim et al., 

1996; Lee et al., 1998; Kim et al 199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며 이를 이용한 산업  제

품생산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통발효식품의 

용해효소 활성을 높임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발효식품  기능성제품을 생산하기 한 산업

인 기술개발의 방법으로서, 일차 으로 된장 제품  제조공정에서의 용해효소 활성과 

microflora의 상 계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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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방법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

개발  활용 연구

  (1) 시료의 제조

   (가) 녹차 추출물의 제조

   녹차는 잎차 형태로 매되는 것으로 남 보성산을 구입하 다. 녹차잎 600 g에 5 배의 

70% 에탄올을 침지하여 24 시간 정치한 후 추출하 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녹차추

출물을 얻었다.

   (나) 귤피 추출액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귤은 2002년산으로 제주도산 mandarine(citrus unshiu)을 사용하 다. 귤

껍질 추출물의 제조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첫 번째 추출물은 귤껍질 1 ㎏을 70% 

ethanol 10 L에 72시간 실온(20℃)에서 침지하여 이를 감압여과하 고, 두 번째 추출물은 열수

추출법으로 귤껍질 1 ㎏을 70% ethanol 10 L에 soxhlet 추출장치를 이용하여 85℃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여 감압여과하여 추출하 다. 추출 후 얻어진 추출액의 Brix는 두 처리구 모두 21

로 나타났다. 

   (다) 감귤 정유 추출

   감귤 정유를 추출하기 한 감귤 과피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Jeju Provincial Development 

Co., Jeju, Korea)에서 감귤 가공  얻어진 감귤 과피 부산물을 이용하 다. 과피를 2차 펄  

제거과정을 통해 압착하여 감귤 추출물을 얻었다. 이를 4단계에 거쳐 살균  냉각을 한 후 분

별증류를 하여 감귤 정유를 얻었으며 이를 실험에 사용하 다.

그림 2-1. 펄 폐액의 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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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펄 폐액의 분액

   본 실험에 사용된 펄 폐액은 경남 울산공업단지내에 치한 동해펄 로부터 제공받았다. 

펄 폐액 10 mL을 dichloromethane 30 mL으로 3번 extraction 한 후 증류수 40 mL을 넣어 

희석하 다. 0.5M H2SO4를 이용하여 pH를 7까지 낮추고 다음의 분액순서로 각각의 분액층을 

얻었다. 

   (마) 실크 세리신의 제조공정

   에고치 10 g에 5%(w/v)농도의 탄산나트륨 수용액 500 ml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가열하

고 여과지로 여과하여 용해된 세리신을 제거하 다. 열수를 이용하여 잔사를 수차례 세척함으

로써 잔여 세리신과 탄산나트륨을 제거하 다. 제거된 용액을 투석하여 탄산나트륨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여 세리신 분말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 다.

  (2) 감마선조사

       각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cobalt-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1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

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

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리구와 함께 실험실

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3) 분석방법

   (가)색도 측정

   녹차 추출물  귤껍질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10 mL를 

quartz cell(CM A-98, 10 mm in width)로 옮기고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illuminant D65 10° 원에서 측정하여 

Hunter color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을 구하 다. 

   (나) 자공여능(DPPH) 측정

   시료의 자공여작용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 1 mL에 0.2

mM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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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yrosinase 해효과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에 

의해 측정하 다 (Masamoto et al., 1980).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를  0.2  mL, 기

질로서 DOPA 0.4 mL, buffer 0.2 mL의 혼합액에 시료용액 0.2  mL을 첨가한 후 37℃에서 15

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해값으로 환산하 다.

   해능(%) = ( 1 -
A  -  C

 ) × 100
B

          A : 시료자체의 흡 도

          B : 시료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C :  효소액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라)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시료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et al., 1987)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1 mM 

NaNO2용액 1 mL에 소정 농도의 시료를 첨가하고 여기에 0.1 N HCl(pH 1.2)과 0.2 M 구연산 

완충액(pH 4.2, 6.0)을 사용하여 반응용액의 pH를 각각 1.2, 4.2  6.0으로 조정하여 각 반응용

액을 10 mL로 정용하 다. 각 반응용액은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 mL를 취해  

2% 산 용액 5 mL를 첨가한 다음, Griess 시약(30% acetic acid로 각각 조제한 1% sulfanilic 

acid 와 1% naphthylamine을 1:1비로 혼합한 것, 사용직  조제) 0.4 mL를 가하여 잘 혼합시

켜 실온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분 도계(Shimadzu UV-1601PC, Japan)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아래식에 의하여 아질산염 소거능을 구하 다. 

       소거능 (%) = ( 1 -
A  -  C

 ) × 100
B

         A : 1 mM NaNO2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여 1시간 방치시킨 후의 흡 도

         B : NaNO2 용액의 흡 도

         C : 시료자체의 흡 도 

   (마) 녹차추출물의 불순물 농도 측정

   천연물 추출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 불순물의 농도를 알아보기 하여 잔류농약의 표

물질인 표 인 잔류농약 성분인 테부펜피라드(tebufepyrad)과 피라크로포스(pyroclofos)을 

헥산(hexane)에 녹인 후, 20 kGy의 흡수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와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상기 농약 성분

의 함량을 검사한 후, 방사선이 조사된 녹차추출물에 잔류농약을 일정량 첨가하여 동일한 방법

으로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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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감귤 정유의 limonene 함량 분석

      감귤 정유  감마선 조사된 정유의 limonene 함량은 기체크로마토그래  (Agillent GC 6890,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Limonene 분석을 한 GC 분석 컬럼으로 

HP-INNOWax capillary(30.0 m × 250 ㎛ × 0.25 ㎛)를 사용하 고, 컬럼 온도는 60℃에서 5분간 유지

하고 이어서 210℃까지 분당 10℃ 승온한 후 10분 간 유지하 다. 검출기는 Flame Ionization 

Detecter(FID)를 사용하 고, 주입구의 온도는 210℃ 으며 검출기의 온도는 240℃를 유지하 다. 운

반기체는 질소가스(0.9 mL/min)를 사용하 고 시료의 주입량은 1 ㎕ 으며 split mode(split ratio = 

20 : 1)로 분석하 다.

   (사) 감귤 정유의 항산화 효과 측정

      감귤 정유의 항산화 활성은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과 지질산패도(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value, TBAR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귤 정유의 자공여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귤 정유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자공여능(%)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무첨가구의 흡 도)] × 100

      지질산패도(TBARS)의 측정은 분쇄돈육 5 g을 15 mL 증류수와 감귤 정유 1 mL과 함께 균질기

(DIAX 900, Heidoph Co., Ltd., Germany)를 사용하여 균질화 하 다. 균질화 된 시료를  37℃ 항온수

조에서 장하면서 0, 60, 120  180 분 후에 시료 1 mL 을 취하여 2-thiobarbituric 

acid(TBA)/trichloroacetic acid(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과 50 ㎕ BHA를 혼합한 

후 90℃ 수조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얼음물에서 10분간 냉각하 다. 반응용액을 원심분리기

(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600 × g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그 상등액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정하

다. 조구는 감귤 정유 신 증류수를 사용하 다. 측정된 흡 도를 기 으로 표 곡선에 따라 

TBARS값을 mg malondialdehydes/kg sample로 계산하 다.

   (아) 감귤 정유의 항균 효과 측정

      감귤 정유의 항균효과는 paper disc를 이용한 agar diffusion법  최소 해농도(Minimun 

Inhibition Concentration;MI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귤 정유의 생육 해환 측정을 해 멸균

한 각각의 생육배지를 petri dish에 15 mL 씩 분주하여 응고시킨 후 균 배양액 0.1 mL을 종한 후 고

르게 펴지도록 하 다. 그 다음 멸균된 paper disc를 평 배지 표면에 착시킨 후 귤 정유 50 ㎕를 첨

가하여 각 균주의 배양온도에서 배양하여 paper disc 주변에 생성된 해환 (mm)의 직경을 나타냈으

며 실험은 2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감귤 정유의 최소 해농도 측정을 해 멸균된 배지에 

일정농도의 귤 정유를 첨가한 후 활성화시킨 미생물 배양액을 각각의 배지에 1%(v/v)씩 종하 고,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표 한천배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효모, 곰팡이  세균의 생균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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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균주의 최  배지  최 온도에 72시간 배양한 후 집락을 계수하 으며, 미생물 수는 시료 1 

mL 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계수하 다. 이 때 귤 정유를 녹이기 해 사용한 10% Dimethyl 

sulfoxide(DMSO) 자체의 항균력을 배제하기 하여 처리농도와 동일하게 10% DMSO만을 첨가한 

조구를 설정하 다. 

   (자) 감귤 정유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측정

   감귤 정유의 암세포주에 한 증식 억제 효과는 Charmichael et al. (1987)의 방법에 따라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를 실시하 다. 본 실험

에 이용한 세포 A549(lung cancer), HT-29 (colon cancer), HepG2(liver cancer), G361(melanoma), 

B16F10(melanoma)등은 Korean Cell Line Bank(KCLB)로부터 구입하 다. 각 세포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unit/mL 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RPMI 1640(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 으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암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 × 10
4
 cells/well이 되게 분주하고 시료를 20 ㎕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고, 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DMSO를 첨가하

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 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20 ㎕를 첨가하

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 당 DMSO : ethanol(1 : 1) 150 ㎕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뒤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암세포주의 성장억제효과를 

측정하 다. 암세포 증식 억제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 다.암세포 증식 억제율(%) = 

[1-(시료첨가구의 흡 도/무첨가구의 흡 도)] × 100

   (차) 감마선 조사 감귤 정유의 돌연변이원성 시험

   시험방법은 Maron and Ames (1983)의 방법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으로 한국화학연구소 

안 성 센터에서 분양받아 형질을 확인 후 사용하 다. 사활성을 한 간 균질액(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Tokyo, 

Japan)에서 구입하 으며, 5%(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S9 mix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DMSO를 사용하 으며, 양성 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4-NQO), sodium azide(SA)  2-AA를 Sigma사(St Louis MO, USA)로

부터 구입하여 이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사활성계 용(+S)  미 용(-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 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 다. 시험물질 0.1 mL

과 S9 mixture( 는 멸균증류수) 0.5 mL에 Nutrient broth에서 12시간 배양시켜 수기(약 

2×10
9
 cells/mL)상태에 이르도록 한 균의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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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UV-VIS 역 흡 도 측정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1 mg/ml)은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80-900 nm의 범 에서 UV-VIS 스펙트럼으로 분석하 다.

   (타) 단백질 2차 구조 분석

   Circular dichroism(CD)를 이용하여 실크 세리신의 2차 구조를 분석하 다.   Circular 

dichroism (CD) spectra는 150-W xenon lamp가 장착된 Jasco J-715 spectropolarimeter (Japan 

Spectroscopi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Far-UV spectra는 190-250 nm의 역에서 측정하 고 

시료(0.2 mg/ml)는 pH7.2의 PBS 용액상태에서 분석되었다. 시료는 질소가스로 purge시켰으며  

1 mm의 cuvette을 사용하 다. 3 반복으로 해당 역을 분석하여 평균을 구했으며 PBS에 

해 측정된 값을 빼서 계산하 다. 결과 값은 3회 반복실험을 통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 )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1970)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1)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 - CLA 개발  기능성 평가

   (가) 시약

   본 합성에 사용된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diisobutylaluminum 

gydride(DIBAL-H), N,N'-dicyclohexylcarbodiimide(DCC),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2-aminoanthracene(2-AA)는 Sigma 사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

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필요한 흡수선량을 조사하 다. 흡수선량

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지름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

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다) 합성

   Gallic acid CLA fatty ester cocktail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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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CLA cocktail의 합성방법은 Gallic acid(1 mole)와 CLA(3 mole)을 tetrahydrofuran에 용

해시킨 후trimethylamine과 1,3-dicyclohexylcarbodiimide을 첨가하여 24시간 교반하여 반응. 증

류수로 3회 반복 세척 후 ethylacetate를 첨가, 층분리한 후 상층액을 수거한다. 그리고 Na2SO4

를 첨가 수분을 제거한 후 질소가스로 농축. 합성 물질은 박막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와 FT NIR Spectrophotometer로 확인하 다. 

   Gallic acid CLA 

   Gallic acid-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의 합성은 2단계의 반응을 거쳐 진행하 다. 첫 번

째 반응은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 ester를 Octadeca-cis, 9- trans, 12- and cis, 

10-trans, 12-diene-ol로 변환시키는 반응으로서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 ester를 -78℃에

서 diisobutylaluminum gydride(DIBAL-H)를 천천히 첨가한 후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5% 

NaHCO3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된 물질은 TLC로 물질 확인을 한 후 column정

제를 통해 순수한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l를 얻었다. 반응 물질의 확

인은 thin layer chromatography  13C NMR로 수행하 다. 두 번째 반응은 생성된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를 gallic acid에 합성하는 과정으로 두 물질을 

tetrahydrofuran(THF)에 녹여 N,N'-dicyclohexylcarbodiimide (DCC)를 첨가하여 20 시간 반응

시킨 후 TLC를 이용하여 합성물질을 확인을 한 후 column 정제를 거쳐 순수한 gallic 

aicd-conjugated linoleic acid를 얻었다. 합성된 GA-CLA ester의 합성결과는 thin layer 

chromatography  
13

C NMR로 확인하 다. 

   (라) 생리활성 평가

   암세포 생장억제 시험(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effect)

   암세포 생장 억제 실험은 Carmichael et al. (1987)의 방법에 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

용한 5개 암세포인 A549(폐암), HT-29(결장암), HepG2(간암), G361(인체 유래 피부암), B16F10

(마우스 유래 피부암)는 한국 세포주 은행(KCLB)에서 분양받아 10% fetal bovine serum(FB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와 1% penicillin  streptomycin(Sigma Chemical 

Co.)이 포함된 RPMI-1640(GIBCOTM, Invitrogen, CA, USA)을 이용하여 배양하 다. 즉, 5 × 

10
4
 cell/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72 시간 배양한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 180 μL와 GA-CLA ester 용액 20 μL를 첨가하

으며 이때 첨가한 GA-CLA ester 용액 농도는 50 ppm이었다.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0.5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well 당 200 μL씩 분주한 다음 4시간 후 ELISA 

microplate reader(Bio-rad, Benchmark,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성장 억제율(%)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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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여능(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자공여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 1 mL에 0.2 mM α,α′

-diphenyl-β-picryl-hydrazyl(DPPH)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각 시료를 soybean oil에 1,000 ppm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분석용 시료 1 mL에 chloroform : acetic acid (2:3, v/v) 혼합용액 35 mL를 첨가하여 용해시

킨 다음 포화 요오드칼륨(potassium iodine, KI) 0.5 mL를 첨가하여 교반한 후 5분간 암소에 

보 하여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샘 에 증류수 75 mL를 첨가한 후 1% 분용액 1 mL를 첨가

하여 0.005 N Na2S2O3(Sodium thiosulfate)용액으로 정하 다. 과산화물가는 분에 의한 착

색이 소실되는 때를 종말 으로 하여 다음식에 의해 구하 다.

Peroxide value = (A-B) × N × 1,000/S

A : 시료에 한 0.01 N Na2S2O3 표  용액 사용량(mL)  

B : 공시험구에 한 0.01 N Na2S2O3 표  용액 사용량(mL)

N : 0.005 N Na2S2O3 표  용액의 역가

S : 시료 채취량(mL)

   지방산패도(TBARS value)

   지방산패도의 정도를 살펴보기 하여 TBARS 값은 Jo et al. (2003)의 방법을 용하여 측

정하 다. 시료 3 g을 7.2% BHA 50 μL, 증류수 9 mL을 사용하여 균질시키고, 균질액 2 mL을 

취하여 20 mM 2-thiobarbituric acid (TBA)/15%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 4 mL을 혼합

하 다. 그리고 반응용액을 90℃의 수조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얼음물에서 10분간 냉각하 다. 

반응용액을 2,00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

한 후 그 상등액의 흡 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532 nm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흡 도를 기 으로 표 곡선에 따라 TBARS 값을 mg malondialdegyde/kg sample로 

계산하 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측정

   The FRAP assay는 Ahn et al. (2005)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샘  100 μL, FRAP용

액 900 μL, 증류수 90 μL를 넣은 후 혼합한 후 1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에 한 

흡 도는 593 nm에서 측정하 다. FRAP values의 계산은 micromolar ferrous ion의 양에 의

해 계산하 으며 조구에 한 퍼센트로서 계산하 다. 



- 318 -

   피부미백효과 시험(Tyrosinase 활성 해능)

   Tyrosinase 활성 해능 측정은 Yagi et al. (1986)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0.2 mL의 

시료용액에 0.4 mL의 10 mM L-DOPA을 녹인 기질액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0.2 mL의 

mushroom tyrosinase (100U/mL)을 첨가하여 25℃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dopa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 다.

   항균 시험(Anti-mcirobial activity)

   실험에 사용된 균주의 사용배지  배양온도는 Table 2-1과 같다. 균주의 활성은 이들이 

종된 배지에서 1백 이를 취해 균주에 따른 활성배지 10 mL에 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후 

그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종하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

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활성시킨 균 배양액 0.1 mL를 실온에서 하룻밤 건조한 tryptic soy agar 

plate에 떨어뜨린 후 균일하게 도포하 다. 각 시험균이 종된 plate 에 각 실험 상 식물의 에

탄올 추출물을 흡수시킨 filter paper(disc diameter 6.0 mm, Whatman No. 2)를 놓고 30℃에서 2

4～48 시간 배양 후 disc 주 에 나타난 증식 억제환 직경(mm)의 크기에 따라 항균성을 비교하

다. 

   (마) 방사선 이용 conjugated linoleic acid 환 연구

   Linoleic acid에서 conjugated linoleic acid로의 변환의 확인은 GC(Agilent GC 6890, Palo 

Alto, CA, USA)를 통하여 확인하 다. GC 분석을 한 column은 DB-WAX capillary 

column(60m × 0.25mm × 0.25μm)을, detector는 FID를 사용하 고,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

는 각각 210℃와 240℃로 하 으며, 오 의 온도는 0℃에서 5분간 유지시킨 후 분당 2.5℃씩 

220℃까지 상승시킨 후 220℃에서 10분간 유지시켰다. 운반가스는 질소를 사용하 으며, flow 

rate는 0.9 mL/min, split ratio는 20 : 1로 하 고, 시료는 1 μL를 주입하 다. 

   (바) 유 독성학  안 성 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 자형 확인을 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한 민감도(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 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

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 성센터에서 계  배양 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 형

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Oxoid Ltd., Hampshire, England)에 종하여 37℃

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간 균질액(S9 fraction)은 Maron et al. (1983)의 방법에 따라 조제한 것(단백질함량 22.5 

mg/mL 함유, Oriental Yeast Co., Lot No. 00042101,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5% S9 mix

는 상기 S9 fraction과 시  cofactor(Wako Co., Lot No. 999902, Tokyo, Japan)로 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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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농도는 0.5 mL/plate로 하 으며, S9 mix의 활성은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양성 조물질로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2-aminoanthracene(2-AA)를 사용하 으며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 복귀돌연

변이 시험은 시험물질의 각 농도군 당 2개 plate를 사용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방법으

로 실시하 다. 즉, S. Typhimurium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수기(2 

× 10
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배양액 100 μL, 시험물질의 멸균증류수 탁액 100 μL  

S-9 mixture 500 μL를 혼합하여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0 mL에 섞은 후 이를 

minimal glucose agar배지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

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음성 조군은 시험물질 신 증류수 100 μL를 첨가하 으며, 양성 

조군은 사 활성계 미 용시 SA   4-NQO를, 사활성계 용시 2-AA를 각각 100 μL씩 가

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시험결과는 각 농도군 당 각 plate로부터 얻은 colony수의 평

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돌연변이 colony수와 농도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 조군의 2

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Table 2-1.  List of food pathogens strains and media used

Microorganisms Media used Temp.(℃)

곰팡이

Aspergillus flavus KCCM 11453  PDB&PDA1) 25

Aspergillus usami KCTC 6958 PDB&PDA 25

Muco hiemalis KCCM 12347 PDB&PDA 25

Penicillin verrucolusom KCTC 6166 PDB&PDA 25

효모

Zygosaccaromyces rouxii KCTC 7191 PDB&PDA 25

젖산균

Leuconostoc mensenteroides KCTC 3100 MRSB&MRSA2) 37

세균

Bacillus cereus KCTC 1012 TSB&TSA3) 37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NB&NA4) 37

Eserichia coli KCTC 1682 TSB&TSA 37

Staphilococcus aureus KCTC 1916 TSB&TSA 37

Listeria ivanovii KCTC 3444 TSB&TSA 30

1)
PDB&PDA : Potato dextrose broth & Potato dextrose agar (Difco)

2)MRSB&MRSA : Lactobacilli MRS broth & Lactobacilli MRS agar (Difco)
3)TSB&TSA : Tryptic soy broth & Tryptic soy agar (Difco)
4)

NB&NA : Nutrient broth & Nutrient agar (Difco)

   (사) 비장세포 생장효과(면역활성능력 평가)  

   In vitro 방법으로 면역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비장세포(spleen cell)을 사용하 다. 증류수

에 일정양 녹인 시료를 ICR mouse에서 추출된 비장세포와 함께 배양하 다. 배양 배지로는 

10% fetal bovine serum(FBS)이 첨가된 RPMI-1640 medium을 사용하 다. 그리고 세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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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viability)을 시료 처리구와 비처리구로 나 어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Kasugai et al., 1990). 즉, 성

장곡선  수기에 속한 세포를 96-well plate에 2.5 x 10
5 

cell의 최종 세포농도가 되도록 하

여 분주하고, 37℃에서 72시간 동안 CO2 5% 환경에서 배양한 후 시료 농도 0.125, 0.25, 0.5  

1.0 mg/mL의 농도로 처리구별로 처리하 다. MTT 흡 도는 72시간 노출 후 ELISA reader로 

570 nm에서 측정하 다. 양성 조구로는 1 μg/mL의 Con A가 처리된 것을 이용하 다. 결과

는 상  흡 도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A(%) = 100 x (시료의 흡 도/blank의 흡 도)

   (아)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 으며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5 edition)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Student-Newman-Keuls 다  검정법

을 이용하여 평균값의 유의성을 5%이내의 한계로 조사하 으며 평균값과 표 오차를 나타내

었다.

  (2)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 연구

   (가) 시료의 제조

   울 과 강황

   실험에 사용된 울 과 강황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건조된 것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울 과 강황을 95% 에탄올에 이틀 동안 실온(약 25℃)에서 간헐 으로 흔들면서 추출하 다. 

   복분자

   본 실험에 사용된 복분자(Rubus coreanus Miq.)는 2005년에 3～5월에 북 고창에서 수확된 

것을 실험에 사용하 다. 복분자 착즙액은 복분자 열매만 분리한 후 착즙  여과하여 제조하

고, 추출은 복분자 착즙액과 70% 에탄올을 3:7 비율로 희석한 다음 간헐 으로 흔들어 추출 

하 다.

   비

      본 실험에 사용된 비 (E. japonica L.)는 2005년에 5~7월에 경남 거제에서 재배되어 남농업기술

원 난지과수시험장에서  확인된 것을 사용하 으며 부 별(잎, 과육  씨)로 구분하여 실험하 다. 

과육은 냉동 보 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 으며, 신선한 잎과 씨는 분쇄하여 사용하 다.

   민들

   실험에 사용된 민들 는 역시 구 한약거리의 약재상에서 건조된 민들 를 구입하

여 이물질을 선별한 후 실험에 사용하 으며, 잎, 뿌리, 기  꽃을 모두 함유한 상태 다. 

민들  500g을 70% ethanol 10 L에 넣은 후 72시간동안 실온(약 25℃)에서 간헐 으로 흔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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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출하 다. 

   녹차 기

   실험에 사용된 녹차잎  녹차부산물은 남 보성에서 2003년도에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녹차잎  녹차부산물 700 g을 각각 70% ethanol 14 L에 넣은 후 72시간

동안 실온(약 25℃)에서 간헐 으로 흔들면서 추출하 다. 

 

   (나) 감마선조사

      각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cobalt-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
-1
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

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

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리구와 함께 실험실

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다) 생리활성 평가

   항산화 활성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천연추출물의 DPPH 자공여능은 Blois et al. (1958)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각각의 

시료를 실험에 사용한 농도로 제조를 한 후, 시료 1 mL에 0.2 mM 2,2-diphenyl-1- 

picryl-hydrazyl (DPPH, C18H12N5O6, Sigma, St. Louis, USA) 용액 1 mL을 첨가하 다. 이것을 

잘 혼합한 후에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 시킨 후에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o.,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라디칼 소거능

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 다. 

 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β-Carotene linoleate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β-Carotene bleaching은 Wettasighe and Shahidi (1999)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시하 다. β

-Carotene 10 mg을 chloroform 10 mL에 녹인 후, 이 용액 1 mL을 100 mL 라스크에 취하

여 질소가스(ultra pure, 99.999%)로 chloroform을 제거하 다. 여기에 tween 20(Yakura Pure 

Chemicals Co., Osaka, Japan) 0.4 mL과 linoleic acid 0.04 mL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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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L을 잘 혼합하면서 가하여 β-carotene용액을 제조하 다. 제조된 β-carotene 용액을 시험

에 4.8 mL 취한 후 시료 (0.8 mg/mL) 0.2 mL을 넣은 후 50℃에서 유지하면서 15분 간격으

로 2시간 동안 470 nm에서 측정하 다. 이 때 control은 시료 신 70% ethanol을 가하 고, 항

산화지수[antioxidant index (AI)]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 다. 

항산화지수[AI(%)] = [(β-carotene solution OD after 2hour of assay) /

(initial OD of β-carotene solution)] × 100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 et al.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 sodium 

phosphate buffer(0.2 M, 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을 혼합하여, 50℃

에서 20분간 incubation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Junsei Co. Ltd., Japan) 1 mL을 가하

여 혼합한 후, 13,400 × g 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 다. 상징액 1 mL을 증류수 1 mL  

ferric chloride(1 mg/mL) 0.1 mL과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

   시료 0.1 mL에 potassium phosphate buffer(0.1M, pH 5.0) 0.1 mL을 가한 후, 10 mM 

hydrogen peroxide 0.02 mL을 가하여 37℃에서 5분간 반응을 시켰다. 그 후, 1.25 mM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 (ABTS)를 0.03% sodium perborate를 함

유한 phosphate-citrate buffer (0.05 M, pH 5.0)에 녹인 액 0.03 mL을 가한 후 peroxidase (1 

Unit/mL)를 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측정하 다. 반응식은 아래의 

식에 의해 구하 다. 

Hydrogen peroxide inhibition activity(%) = [(1-sample OD / control OD)] × 100

   Ferric reducing / antioxidant potential(FRAP) 측정

   FRAP 측정은 Benzie et al. (1996)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 다. FRAP reagent는 acetate 

buffer(CH3COONa, 300mM, pH 3.6) 25 mL를 37℃에서 warming up 한 후,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 (TPTZ, C18H12N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5 mL과 20 mM Ferric chloride hexahydrate (FeCl3 6H20) 2.5 mL을 가하

여 제조하 다. 제조된 0.9 mL FRAP reagent에 0.4 mg/mL으로 희석한 감마선 조사  비조

사된 시료 0.03 mL과 증류수 0.09 mL을 넣은 후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Blank는 FRAP reagent 신에 70% ethanol을 넣어 측정하 다. 정량은 

0.125, 0.25, 0.5, 1, 2.5, 5 mM의 농도로 반복하여 작성한 FeSO4․7H2O의 검량식에 입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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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hibarbituric acid (TBA) 효과 

   분쇄 돈육 (5 g)에 15 mL 증류수를 가하여 분쇄기로 5 간 혼합한 후 1 mL 시료를 넣어주

고 37℃ 항온기에서 반응하며 0, 60, 120,  180 분에 1 mL을 취하 다. 취한 용액에 

Thiobarbituric acid (TBA)/trichloroacetic acid (TCA) 시약 (20 mM TBA in 15% TCA)와 50 μ

Lmff 넣고 잘 섞어주고 90℃에서 15분간 반응시키고 10분간 얼음물에 담가둔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600 × g 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532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효소 활성

   Tyrosinase 활성 해능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0.4 mL을 10 mM L-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Sigma, 

St. Louis, USA) 용액 0.8 mL과 mushroom tyrosinase (EC 1. 14. 18. 1)용액(100unit/mL) 

0.4mL을 혼합하여 15분 동안 25℃ 항온기에서 반응시킨 후 475 nm에서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dopachrome의 변화를 해값으로 환

산하 다. 이 때 control은 시료 신에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를 사용하

다. Blank는 효소 신에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를 사용하 으며, control 

blank는 tyrosinase  시료 신 0.0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Tyrosinse 억제능 (%) = [1-(시료의 흡 도- 시료 blank의 흡 도) /

( 조구의 흡 도- 조구 blank의 흡 도)] × 100

   Xanthine oxidase 해효과 

   Xanthine oxidase 활성 해 측정은 Stirpe and Corte. (1969)을 참고하여 측정하 다. 기질

인 2 mM xanthine (C5H4N4O2, Sigma, St. Louis, USA)과 효소인 0.2 unit xanthine 

oxidase(EC 1.1.3.22, 0.085unit/mg Solid, Sigma, USA)를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에 용해시켜, 기질과 효소를 제조하 다. 2 mM xanthine(substrate) 0.4 mL에 

0.4 mg/mL  0.8 mg/mL으로 시료 0.2 mL을 넣은 후, 0.2 unit xanthine oxidase (EC 

1.1.3.22) 0.2 mL을 넣어 37℃에서 15분간 반응한 후 20% trichloroacetic acid(Junsei Co. Ltd., 

Japan) 1 mL을 가하여 반응을 지시킨 후, 원심분리한 후 반응액 에 생성된 uric acid를 

292 nm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su., Co., Tokyo, Japan)로 측정하 다. control

은 시료 신에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7.5) 0.2mL을 사용하 고, blank는 

xanthine oxidase 신에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를 사용하 으며, control 

blank는 xanthine oxidase  시료 신에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를 각각 

0.2 mL 씩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해율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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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thine oxidase 해율(%) = [1-(시료의 흡 도-시료 blank의 흡 도) / ( 조구의 

흡 도- 조구 blank의 흡 도)] × 100

   물리화학  특성

   색도측정 

    감마선 조사에 따른 시료의 색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

다. Color difference meter를 표 흑   백 으로 표 화시킨 다음 석  cell(CM A-98, 10 

mm in width, CM A-128, 15 mm in width)에 시료의 색도를 측정하 으며 Hunter colo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각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

내어 기록하 다. 

   총 페놀함량 

   시료 1 mL을 50% Folin-ciocalteu reagent 1 mL과 2% Na2CO3 1 mL을 가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12000 × g에서 원심분리한 후 그 상징액을 750 nm에서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값은 gallic acid 검량

선에 입하여 구하 다.

   총 Flavanol 함량 

   각각의 시료 1 mL을 2.0% vanillin (8.0% methanolic HCl) 5 mL과 혼합한 후 암실에서 20

분간 유지한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Flavanol 

함량은 (+)-catechin equivalents 으로 나타내었다. 

   아스코르 산 함량 

   아스코르 산 함량은 녹차추출물(1 mg/mL) 1mL을 10,000×g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그 상징액(上澄液) 0.5 mL과 5% trichloroacetic acid 2 mL을 혼합한 후 그 혼합액을 15,000×g

에서(4°C) 10분동안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후 상징액 1 mL을 85% orthophosphoric acid 0.1 

mL, 8% α,α-dipyridyl 0.1 mL 그리고, 3% ferric chloride 수용액 0.1 mL 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아스코르 산의 함량은 L-ascorbic acid equivalents로 나타내었다. 

   암세포 생장 해능과 유 독성학  안 성평가

   암세포  배양조건 

   본 실험에 이용된 암세포는 mouse 유래 melanoma(B16F10), human 유래 lung cancer 

(A549), human 유래 melanoma(G361), human 유래 colon cancer(HT-29)  흑색종(MDA)을 

Korean Cell Line Bank(KCLB)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A549, HT-29  G361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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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unit/mL 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

한 RPMI-1640(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 으며, MDA  

B16F10 세포의 배양은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암세포 생장 해 효과

   배양된 암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 × 104 cells/well이 되게 분주하고 시료를 0.02 mL 첨

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고, 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Dimethyl 

sulfoxide (DMSO)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 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0.02 mL을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 당 DMSO : 

ethanol(1 : 1) 0.15 m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뒤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여 암세포주의 생장억제효과를 측정하 다. 생장억제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 다. 

생장 해율 (%) = (1 - B/A) × 100

A : absorbance without the sample after incubation

B : absorbance with the sample after incubation  

      항돌연변이원성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항돌연변이원성  유 독성학  안 성 평가는 1  마-1항에서 기술한 방법을 용하여 실

시하 다. 

  (3)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 연구

   (가) 시료의 제조

   베타 루칸

   베타 루칸은 ACE BIOTECH (255-3 Kumho-rl, Buyong-myon, Cheungbuk Province 

363-942, Korea in 2006)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료는 흰색 가루 형태이고 

polysaccharide(%)의 함량은 97.2%이며, 베타 루칸의 함량은 80% 이상이었으며 이를 증류수에 

녹인 후 감마선 조사를 하 다.

   타피오카

   시료로 사용한 타피오카를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시료를 선별 정선한 후 증류수

에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각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cobalt-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
-1
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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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

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

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리구와 함께 실험실

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다) 물리화학   미생물학  특성

   색도 측정

   각 시료의 색도 측정은 Color Different Meter(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ka,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색도는 명도 (L, lightness), 색도 (a, redness) 

 황색도 (b, yellowness)로 나타냈으며, zero calibration은 CM-A124 box와 CM-A120 box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도 측정

   각 시료의 도는 S21번 spindle을 이용하여 180 rpm에서 Brookfield viscometer (DV-II+ 

pro,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MA, USA)로 실온에서 측정하 다.

   용해도 측정

   동결건조 된 시료를 증류수에 용해한 후 3,5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2시간 동안 100℃에서 건조한 후 건조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용해도 (%)={( 시+용해 후 건조된 시료)- 시}/동결건조 된 시료 * 100

Table 2-2. Experimental condition of Brabender Viscograph E

Moisture 6 %

Sample weight 30 g

Water 470 ml

Speed 75 (1/min)

Meas. range 700 cmg

Start temperature 30℃

Heat./cool. rate 1.5℃/min

Max. temperature (Upp. hold time) 95℃ (30 min)

End temperature (Fin. hold time) 50℃ (30 min)

   Amylogram 특성

       Table 2-2의 조건으로 Brabender Viscograph E(Brabender OHG, Duisberg, Kulturstr. 51-55, 

D-47055,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30g에 증류수 470㎖를 첨가한 후 탁액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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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30℃부터 95℃까지 1.5℃/min로 가열시키고 95℃에서 30분간 유지한 후 다시 같은 속도

로 50℃까지 냉각하 다. 이때 얻어진 amylogram으로부터 호화개시온도(gelatinization 

temperature), 최고 도(maximum viscosity), 95℃에서의 최종 도, breakdown  setback를 구하

다. 

   물성 측정

   시료를 95℃의 항온수조에서 40분간 가열하여 호화 시킨 후 30℃까지 3분 이내로 냉 시

킨 다음, 진공펌 로 기포를 제거하 다. 시료액의 유동특성은 Viscosity meter(Brookfield DV-

Ⅱ+ Pro 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11 Commerce Boulevard Middl

ebore, MA023-1031, USA)를 사용하 고, 시료액 8 ㎖, 측정온도 30℃, S21 spindle를 사용하고 회

속도를 규칙 으로 조 하여 4~200 rpm의 조건으로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시료의 물성값

은 유동거동 지수  항복응력을 고려한 Herschel-Bulkley 방정식을 용하여 계산하 다.

τ = K
․ n

+ τy
r

여기서, τ는 단응력(shear stress)

        
․ 

r  은 단속도(shear rate)

         n 은 유동거동지수

         K 는 유체의 조도지수(dyn․S
n
/㎝

2
)

       τy 는 항복응력(dyn/㎝2)이다.

   단응력과 단속도는 실험으로부터 구한 torque와 회 속도로부터 항복응력은 아래의 Ca

sson식으로부터 구하 다.

   

   입자의 형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료의 결정체 형태를 자 미경(Model ABT-55, Tokyo, Japan)을 사

용하여 2000배 이상의 배율로 찰하 다.

   환원당 함량

   시료에 한 환원당 함량은 3,5-dinitrosalicylic acid (DNSA) 방법 (Miller, 1958)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을 15 ml 시험 에 옮기고 DNSA 시약 (0.5 g dinitrosalicylic acid, 8 g 

sodium hydrate and 150 g rochell salt in distilled water up to 500 ml) 2 ml을 첨가한 후 

혼합하여 10분 동안 90℃수조에 10분 동안 반응한 다음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 (UV-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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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Shimadzu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

   시료 1 ml과 멸균 peptone (0.1%, Difco Lab., Detroit, MI, USA)수 9 ml을 넣고 30 간 균

질화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총균수는 PCA(Plate Count Agar, Difco. Co.,USA), 효모  곰팡

이는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Co., USA)에 일정수  희석한 시험액을 도말하여 각

각 37℃에서 48시간, 25℃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물 수는 시료 

1 ml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4)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가) 시료 비

   본 실험에서 사용한 푸코이단은 (주)해원 바이오테크에서 제공받았다. 푸코이단 용액은 증

류수에 1 %의 농도로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2.5, 5, 10  3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

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다) 항산화 활성

     자공여능

   푸코이단 용액의 자공여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푸코이단 용액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2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

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자공여능(%) = [1 - (시료첨가구의 흡 도/무첨가구의 흡 도)] × 100 

      β-carotene bleaching assay

   감마선 조사된 푸코이단 용액의 항산화 효과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Matthaus 방법(2002)

을 변형하여 β-carotene bleaching assay를 실시하 다. β-carotene(1 mg/mL in chloroform) 

용액 1 mL에 linoleic acid 40 ㎕과 tween 40 400 ㎕을 라스크에넣은 후 질소가스로 클로로

포름을 휘발시키고 증류수 100 mL을 서서히 넣은 후 천천히 교반하 다. 이 용액 5 mL에 시

료 200 ㎕를 넣은 후 4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최  흡 도를 측정한 후 반응용액 5

0℃ 항온구조에 보 하면서 30분 간격으로 최  120분까지 측정하 다. 한 실험을 통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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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흡 도를 기 으로 항산화 지수(Antioxidant Index; AI)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

하 다.

항산화지수(AI) = 100 × (시료의 120분 후 흡 도/시료의 기 흡 도)

       환원력 측정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의 환원력 측정은 Oyaizu.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

료 1 mL, Sodium phosphate buffer(0.2 M, 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

을 혼합하여, 50℃에서 20분간 incubation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1 mL을 가하여 혼

합한 후,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다. 상징액 5 mL을 증류수 5 mL  1% Ferric 

chloride 1 mL과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라)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에 따른 푸코이단의 분해정도를 분자량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해보기 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Waters GPC system)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시 사용된 컬

럼은 PL aquagel Mixed-OH * 2이었고, 검출기는 Waters 2410 Differential Refractometer를 사

용하 으며, 용매는 pH 7 버퍼 용액을 사용하 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표 시료는 

Polysaccharide 표 용액으로 사용하 다.

   (마) 돌연변이원성 시험

   항돌연변이원성  유 독성학  안 성 평가는 1  마-1항에서 기술한 방법을 용하여 실

시하 다. 

   (바)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

용하여 평가하 다 (p<0.05).

  (5)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가) 필름 제조

   펙틴이나 분  검 일정량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75℃에서 균질하게 섞어 다. 그 후 용기에 

담은 후 감마선 조사를 하고 기포를 제거한 후 30 g을 페트리 시(150  15mm, Becton Dickinson 

Labware, NJ, USA)에 통풍이 잘되는 조건으로 36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나) 감마선조사

      각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cobalt-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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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조사되었다. Source strength는 약 100 

kCi 으며, 선량률은 10 kGy h-1이 고 실내온도는 12.5℃ 다. 지름 5 mm인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실제 용된 조사선량이 계획된 

조사선량과 오차가 없는지 검사하 다. Dosimeter는 국제원자력기구(Vienna, Austria)에 의해 국제

표 로 검정된 것을 사용하 다. 감마선 비조사구(0 kGy)는 감마선 조사구와  같은 환경온도를 유

지하기 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보 하다가 조사처리구와 함께 실험실

로 옮겨져 시험이 진행되었다. 

   (다)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필름의 색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

다. Color difference meter를 표 흑   백 으로 표 화시킨 다음 필름 표면의 색도를 측정

하 으며 Hunter color L
*
(lightness), a

*
(redness)  b

*
(yellowness)값을 3회 반복 측정한 후 각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어 기록하 다. 

  

   (라) 기계  강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필름의 기계  강도  인장도의 변화는 ASTM D 882-00 (2001) 의 방

법에 하여 Instron testing machine (Model 4465, Canton, M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필름의 기계  강도를 측정하기 하여 48시간 동안 25°C와 상 습도 50%에서 보 한 후 

측정하 으며 polyethylene 필름을 조구로 사용하 다. 

   

   (마) 효소  분해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필름의 효소  분해도 측정을 하여 필름 1g 을 50 mL 튜 에 넣고 

16 mL 아세트 버퍼(0.05 M; 4.8 pH)를 붓는다. 그리고 50°C의 shaking incubator에서 10분간 

안정화를 시킨 후 10 μL의 α-아 이즈와 10 μL의 아 로 루코시데이즈를 넣어 다. 생성된 

환원당 정량은 dinitrosalicilic acid (DNS) 방법을 사용하며 0, 0.25, 9, 24, 96시간 후에 시료를 

채취하고 다음 계산 방법으로 효소  분해도를 측정하 다. 

Starch hydrolysis (%) = (g degraded starch / g initial starch in starch based film)×100

   (바) 수분투과도

    Polymethylate로 만든 컵에 16 mL의 증류수를 넣고 필름으로 덮은 후 움직이지 않게 고

정한다. 주변 온도를 25°C와 상 습도 50%로 맞춘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컵 무게의 감소량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한다. 

WVP = (WVTR×L)Δp

   여기서 WVTR은 필름의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ng/m
2
s)을, L은 필름의 두께를, 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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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름안쪽과 바깥쪽 두 상의 증기압 차를 뜻한다.

  (6)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가) 시료

   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 분포 조사를 한 시료는 자가제조형의 통재래식 된장 20종, 

산업체 생산 시 된장 10 종, 메주 10 종, Koji 10 종을 시 매장, 민가, 장류 제조업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 다. 된장 발효공정 의 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 생장 변화는 메주를 이

용한 통제조방법과 Koji를 이용한 miso type의 제조공정을 비교하여 담  직후부터 2주 간

격으로 분석하 다. 통된장은 메주:소 :물=1:1:3의 무게비로 간장을 담가 25℃에서 1개월 동

안 장한 다음 메주를 건져내어 균일하게 혼합하고 이를 다시 25℃에서 숙성시켰다. 이 때 

통된장의 염도는 18.3%이었으며 수분은 52.6%이었다. Koji 된장은 소맥분 Koji와 증자 두를 

4:6으로 혼합하고 수분 50%, 염도 11%가 되도록 염수를 가한 다음 균일하게 혼합하여 25℃에

서 숙성시켰다. 

(나) 미생물 분석

   미생물 분석을 한 시험액은 분석시료 각 10 g을 마쇄한 다음 멸균 식염수(NaCl, 3%) 90 

mL를 가하여 4℃에서 30분간 교반하고 냉장상태에서 2시간 정치한 후 여과(Whatman No. 2)

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시험액 1 mL를 멸균 식염수로 1/10씩 연속 희석하여 각각 Bacillus, 

산생성세균, 효모, 곰팡이의 선택배지에 pour plating method로 종․배양하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 다. 이 때, Bacillus (Collins et al., 1989)는 dextrose tryptone agar(Difco)에 시료를 

종한 다음 50℃에서 3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계수하 으며, 산생성세균은(Difco 

Laboratories, 1984) MRS 배지(Difco)에 시료를 종한 다음 25℃에서 3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를 colony counter(IPI Inc., Microcount 1008, U.S.A.)로 계수하 다. 효모와 곰팡이(Difco 

Laboratories, 1984)는 10%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pH를 3.5로 조정한 potato dextrose agar 

(Difco) 배지에 시료를 종하여 25℃에서 3일간 배양한 다음 균사를 형성한 것은 곰팡이로, 

colony를 형성한 것은 효모로 구분하여 계수하 다.

   (다) 용해효소 활성 측정법

   용해효소 활성은 Kim et al. (1998)의 fibrin plate method로 측정하 다. Fibrin plate는 

fibrinogen을 50 mM 인산완충용액 (pH 7.4, 0.15 M NaCl 포함)으로 최종농도 0.3%가 되도록 

완 히 용해시켜 여과지를 통해 여과한 후, 용액 5 mL에 동량의 2% agarose 5 mL을 첨가하

여 혼합하고 혼합 용액에 thrombin (100 NIH Unit/mL) 0.1 mL를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즉시 petri dish에 붓고 고화시켜 제조하 다. 조효소액은 미생물 분석용 시험액을 원심분리

(10,000×g, 4℃)한 다음 상등액을 회수하여 제조하 다. 용해효소 활성은 fibrin plate에 

pasteur pippet으로 지름 5 mm의 구멍을 만들어 각 시료 20 μl를 주입하고 37℃에서 12시간 

반응시킨 다음 이 때 생성된 투명환의 면 을 계산하 으며 조구로는 정제된 용해효소

인 plasmin (1.0 U/mL)을 사용하 다. 조효소의 용해활성은 조구의 용해면 에 한 시

료의 용해면 의 상 인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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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RT/BT 이용 페자원으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생고분자(biopolymer) 소재

개발  활용 연구

  (1) RT/BT 이용 녹차 신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용시험  생리활성 품질보증

   (가) 녹차 추출물의 색상

   명도

   녹차 추출물을 용기에 담아 감마선 조사한 후, 4 ℃  25 ℃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를 1 

주일 단 로 3 주간 명도를 측정하여 Table 2-3에 나타내었다. 25 ℃의 장의 경우 방사선의 

흡수선량에 따라 명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장기간에 따라 감소하 다. 그러나 2 주 경

과 후, 10 kGy  20 kGy의 방사선 조사구의 명도가 각각 79.73  77.55 로서 히 떨어졌

으나 여 히 비조사구보다는 높은 명도를 보 다. 한 3 주 경과 후, 5 kGy 조사구가 가장 

높은 명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높은 선량의 방사선 조사 후 25℃의 장은 천연

물 추출물의 명도를 개선시키고 유지하는데 부 합하 다. 반면, 방사선 조사 후 4℃의 장의 

경우, 방사선의 흡수선량에 따라 명도가 상승하여 20 kGy의 방사선의 조사시 96.22로서 모든 

조건에서 가장 높은 명도를 보 다. 한, 장기간이 경과 시 명도가 감소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 으나 방사선 조사구의 명도는 비조사구의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 다.

Table 2-3. Lightness change of extract green tea by gamma irradiation

Storage

type

Irradiation dose Storage(weeks)
SEM

(kGy) 0 1 2 3

4 ℃

0 75.37dz1) 75.65az2) 76.21bz 75.57cz 0.005

5 90.83ay 88.35by 87.50cy 86.28dx 0.013

10 93.63
ax

90.14
bx

88.70
cw

87.12
dw

0.021

20 96.22aw 90.19bw 88.19cx 86.04dy 0.008

SEM 0.010 0.010 0.005 0.022

25 ℃

0 74.82
az

73.27
bz

72.98
cz

71.99
dz

0.007

5 87.33ay 81.88bx 80.21cw 78.25dw 0.011

10 89.23ax 82.16bw 79.73cx 77.25dx 0.016

20 89.98
aw

80.87
by

77.55
cy

74.93
dy

0.007

SEM 0.008 0.012 0.015 0.008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색도 

   녹차 추출물에 방사선 조사한 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색도 개선 여부를 

실험하기 하여 의 명도 측정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색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2-4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 후 25 ℃의 장의 경우, 녹차추출물의 색도는 크게 감소하

으나 조사직후 방사선량에는 의존하지 않았으며, 장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색도는 크게 증가

하 다. 특히, 10 kGy  20 kGy로 방사선의 조사구에서는 색도의 증가폭이 매우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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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자유라디칼  자가 산화를 통한 색의 환원을 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방사선 조사 후 4 ℃ 장의 경우, 녹차추출물의 색도는 조사직후 방사선

량에 의존하여 히 떨어지는 것을 찰되었다. 한,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도가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 으나, 여 히 방사선 조사구에서의 색도는 비조사구의 색도가 

나타내는 장 기값 보다도 낮았으므로, 10 ～ 20 kGy의 방사선 조사 후 4 ℃의 온 장

방법이 천연물 추출물의 색도를 낮출 수 있는 최 의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2-4. Redness change of extract green tea by gamma irradiation

Storage

type

Irradiation 

dose
Storage(weeks)

SEM

(kGy) 0 1 2 3

4 ℃

0 9.53cw1) 9.79bw2) 9.79bw 10.51aw 0.007

5 -3.62
dx

-0.92
cz

0.53
bz

2.17
az

0.010

10 -4.29dy -0.76cy 1.07by 2.89ay 0.007

20 -5.25dz 0.45cx 2.93bx 5.24ax 0.006

SEM 0.007 0.006 0.007 0.011

25 ℃

0 10.63dw 13.96cw 15.39bx 17.33ax 0.006

5 0.30dy 7.57cz 10.61bz 13.35az 0.012

10 -0.01
dz

8.58
cy

12.33
by

15.59
ay

0.014

20 0.47dx 11.08cx 15.84bw 19.27aw 0.009

SEM 0.016 0.005 0.008 0.010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5. Yellowness change of extract green tea by gamma irradiation

Storage

type

Irradiation dose Storage(weeks)
SEM

(kGy) 0 1 2 3

4 ℃

0 102.57aw1) 102.57aw2) 96.72bw 95.87cw 0.018

5 54.41dx 56.68cx 56.97bx 58.40ax 0.012

10 38.20
dy

42.43
cy

44.25
by

46.67
ay

0.025

20 31.65dz 37.55cz 40.27bz 43.16az 0.009

SEM 0.017 0.009 0.008 0.027

25 ℃

0 102.89
aw

102.51
bw

95.95
cw

94.95
dw

0.019

5 58.95dx 67.69cx 68.89bx 71.40ax 0.012

10 44.89dy 57.50cy 61.12by 65.15ay 0.009

20 40.01
dz

54.71
cz

58.92
bz

61.83
az

0.005

SEM 0.010 0.014 0.015 0.010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황색도

   방사선 조사된 추출물의 황색도를 Table 2-5에 나타내었다. 25 ℃의 장온도에서는 방사선 

조사직후 방사선량에 따라 비례하여 20 kGy에서는 40.01의 가장 낮은 황색도를 보 다. 한, 

방사선이 조사된후 장 시간이 경과되면서 황색도가 증가하여 3 주 경과 후에는 20 kGy의 

방사선 조사구에서 황색도가 61.83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황색도의 값은 방사선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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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에서의 황색도보다는 상당히 낮았다. 한편, 4℃의 장조건에서 더욱 향상된 황색도를 나

타내어 기 비조사구의 황색도가 102.57에서 20 kGy의 방사선 조사 경우 31.65로서 크게 낮

은 값을 보 다. 장기간이 경과에 따른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상기 증가된 방

사선 조사구의 황색도는 방사선 비조사구 보다 낮은 값을 보이므로 색도 개선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색도 실험을 통하여, 10 ～ 20 kGy의 방사선 조사 후 4℃의 온 장은 

천연물 추출물의 명도, 색도, 황색도 등의 색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녹차 추출물의 불순물 농도 측정

   방사선이 조사된 천연물 추출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 불순물의 농도를 알아보기 해 

10 - 20 kGy의 감마선 조사를 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표 인 잔류농약 성분인 테부펜

피라드(tebufepyrad)는 70% 이상, 피라크로포스(pyroclofos)의 경우 40% 이상이 괴를 찰되

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천연물 추출물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단계만으로 복잡한 정제과정 없이 

잔류농약과 장안정성을 방해하거나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등의 불순물이 제

거되었다.   

   

   (다) Tyrosinase 해효과

   방사선이 조사된 녹차추출물의 피부미백효과를 보기 하여 방사선이 비조사 는 조사된 

녹차추출물을 40 배 농도로 희석하여하여 타이로시네이즈(tyrosinase) 해율을 측정하 다. 타

이로시네이즈 해율을 측정한 Table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 직후, 4 ℃  25 

℃ 장조건에서 타이로시네이즈 해율이 방사선량에 따라 의존하는 경향이 보여 20 kGy의 

방사선 조사구 경우에는 최고 53.55  45.44로 증가하 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가 타이로시네

이즈를 해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찰되었으나, 장기간 에 따라 4℃  25℃의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모든 경우에 유의 인 차이없이 유사한 타이로시네이즈 해율을 보여 방사선 조

사가 타이로시네이즈 해율에는 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6.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extract green tea

Storage 

type

Irradiation 

dose
Storage(weeks)

SEM

(kGy) 0 1 2 3

4 ℃

0 48.74
az1)

30.57
b

27.37
b

31.66
by

2.232

5 48.35az2) 33.20b 28.82c 36.95bx 1.078

10 51.71ay 26.74b 27.73b 30.69by 1.805

20 53.33
ax

16.73
b

29.70
b

29.98
by

3.301

SEM 0.363 4.282 1.080 0.818

25 ℃

0 39.96a 33.36b 23.83c 25.58cy 0.795

5 44.85
a

33.53
b

28.58
c

31.08
cx

0.758

10 45.14a 34.85b 27.51b 29.98bx 2.450

20 45.44a 33.00b 28.57b 33.33bx 1.368

SEM 1.087 2.445 0.975 0.982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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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공여능

   방사선이 조사된 녹차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보기 하여 비조사 는 조사된 녹차추출물을 

1,200 배 농도로 희석하여 자공여능을 실험하여 그 결과를 Table 2-7에 나타내었다. 4 ℃  

25 ℃의 장에 따른 방사선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자공여능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조사 직후는 30%, 1 주 경과시 50%, 2 주 경과시 60%  3 주 경과시 70%의 자공여능을 보

임으로써, 장 기간에 따른 자공여능 역시 유의 으로 증가한 반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자공여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자유라

디칼을 포집하는데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는 녹차추출물의 

기능성을 변화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7. DPPH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gamma irradiation on extract green tea

Storage  type
Irradiation dose Storage(weeks)

SEM
(kGy) 0 1 2 3

4 ℃

0 32.36
d1)

55.78
c

67.44
b

71.71
a

0.480

5 32.12d 54.00c 67.93b 70.39a 0.496

10 33.24d 54.91c 67.32b 71.33a 0.472

20 32.22
d

54.44
c

65.81
b

70.40
a

0.251

SEM 0.612 0.373 0.385 0.316

25 ℃

0 32.08d 56.15cx2) 63.86b 70.96a 0.512

5 32.89
d

51.62
cy

64.59
b

70.47
a

0.781

10 32.74d 55.92cx 64.50b 69.92a 0.744

20 32.05d 55.55cx 64.66b 71.40a 1.442

SEM 0.492 0.708 0.464 1.596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l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w-z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RT/BT 융합기술 이용 폐자원(귤피)으로부터 기능성 신소재 발굴  이용기술 개발

   (가) 귤껍질의 색상

   추출방법을 달리한 귤껍질추출물을 용기에 담아 감마선을 조사한 직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2-8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수추출과 정치 추출한 

처리구 모두 L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명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열수추출한 감마

선처리 비조사의 경우 0 day에서 정치 추출한 처리구보다 L값이 낮았지만, 조사에 의해 L값이 

증가하여 두가지 추출방법에 따른 처리구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색도(a 

value)의 경우, 정치 추출한 처리구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값이 증가하 고 열수추출한 처

리구는 5 kGy에서 색도가 가장 낮았으나 10 kGy에서는 조구와 같은 값을 나타내면서 색

이 엷어졌다. 기의 a값이 열수추출한 처리구가 정치추출한 처리구보다 높은데 이는 가열처리

로 인해 귤껍질 내에 있는 flavonoid계 색소의 괴에 의해 녹색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황색도(b value)는 두가지 추출방법 모두에서 비조사처리구에 비해 조사한 처리구가 선량의 증

가함에 따라 확실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귤껍질 내에 색소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flavonoid계 색소의 괴에 의해서 b값이 감소되면서 이와 더불어 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

측된다. 특히 열수추출한 처리구는 정치추출한 처리구에 비해 황색도가 기에 매우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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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Gy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한 녹차의 황색도가 엷어진다는 

보고 (Son et al., 2001)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2-8. Changes in surface color of irradiated citrus peel extract (70% ethanol) during  

storage at 4℃

Color 

parameter

Extraction 

method1)

Storage 

(day)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SEM

L*

RT

0 98.40dx 99.27ax 101.11bw 100.91aw 0.020

10 98.36
dx 99.27cx 99.78bx 100.42ay 0.014

20 98.21cy 98.83bx 99.44ay 99.45ay 0.010

30 98.19by 98.83cy 99.30az 98.21bz 0.007

SEM 0.021 0.008 0.013 0.009

Heat

0 94.89dy 100.41cw 100.87aw 100.53bw 0.018

10 94.73dz 99.20by 99.22az 98.67cx 0.008

20 95.00
dx 99.31bx 99.60ay 98.20cz 0.019

30 95.26dw 99.35bx 99.79ax 98.49cy 0.012

SEM 0.018 0.012 0.007 0.020

a*

RT

0 -10.91dz -6.91cz -5.64bx -5.43ay 0.009

10 -10.65dy -6.76cyz -5.70by -5.55az 0.006

20 -10.18dx -6.74cy -5.40bx -4.19ax 0.006

30 -9.95
dw -6.76cz -5.28bw -3.31aw 0.008

SEM 0.009 0.006 0.008 0.007

Heat

0 -6.78bw -10.16dy -7.78cz -4.60az 0.010

10 -7.06
bx -9.56dx -7.24cy -4.24ay 0.006

20 -7.23cy -9.40dw -7.18bw -3.93ax 0.005

30 -7.48cz -9.38dw -7.25bx -3.85aw 0.008

SEM 0.009 0.010 0.006 0.006

b*

RT

0 51.09az 25.45bz 19.16cz 16.01dz 0.058

10 50.33ay 26.06by 21.94cy 18.70dy 0.007

20 49.26
ax 26.31bx 22.63cz 22.05dx 0.013

30 48.21aw 26.58bw 22.84cw 23.18dw 0.008

SEM 0.056 0.012 0.014 0.013

Heat

0 56.52aw 30.80bz 22.37cz 15.77dz 0.038

10 55.15ax 31.96by 24.42cy 19.17dy 0.005

20 54.82ay 32.38bx 25.16cx 20.82dx 0.009

30 54.71
az 32.73bw 25.70cw 21.71dw 0.012

SEM 0.014 0.035 0.013 0.012

ΔE

RT

0 111.41aw 102.21cz 103.15bw 102.32cx 0.041

10 111.00
ax 102.86by 102.33cx 102.30cy 0.011

20 110.34ay 102.92bx 102.12cy 101.46dw 0.015

30 109.84az 102.99bw 102.03cz 100.96dz 0.008

SEM 0.042 0.008 0.015 0.009

Heat

0 110.66aw 105.53bw 103.61cw 101.87dw 0.025

10 109.84az 104.65bz 102.44cz 100.60dy 0.008

20 109.92
ay 104.88by 102.98cy 100.46dz 0.019

30 110.11ax 105.02bx 103.30cx 100.93dx 0.013

SEM 0.021 0.091 0.007 0.019
1)RT : Extracted at room temperature for 72 h with several agitation.

 Heat : Extracted at 85℃ for 3 h with soxhlet apparatus.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w-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extraction method differ significantly(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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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공여능

   감마선 조사가 귤껍질 추출물의 자공여능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Fig. 

2-2).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자공여능 실험 결과, 열수추출한 추출물의 경우 조사처리 직후에 

비조사처리와 조사처리구는 33%의 자공여능을 보 다. 조사후 장기간 30일째에는 비조사

처리구가 9.95%, 5, 10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처리구 각각 9.95, 10.01, 10.03, 10.19%로 

조사처리와 상 없이 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자공여능이 모든 처리구에서 매우 감소하 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녹차추출물의 장기간에 따른 자공여능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Jo et al., 2003). 그러나 한국 통식품인 청국장과 된장의 경우는 자공여능이 장기간

에 향을 받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다(Byun et al., 2002).  이는 식품의 항산화 특성은 식품 

공정, 장방법 등에 따라 증감하거나 는 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천연물의 가공 공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은 항산화제, 항산화 구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

고(Nicole et al., 1999)로 보아 모든 식품 는 천연물의 장  자공여능 변화의 일반  

측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 Tyrosinase 해효과

   자외선에 과다 노출된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유도하여 피부노화나 피부손상을 래할 

수 있는 주요효소인 tyrosinase에 한 귤껍질 추출물의 억제효과는 Fig. 2-3에 나타내었다. 

자공여능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추출한 추출물보다 열수추출한 추출물의 tyrosinase 억제효과

가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처리직후 비조사구와 조사구는 모두 55%의 

tyrosinase 억제효과를 보 다. 장 30일째에는 비조사구가 21.62%, 20 kGy 조사처리구에서는 

24.30%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tyrosinase 억제효과는 장기간에 향을 받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귤껍질추출물의 활성 성분이 불안정한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귤껍질 추출물의 활성 성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 한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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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PPH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citrus peel extract during storage at 4℃ 

(Left : extracted at room temperature (20℃) for 72 hours with several agitations. 

Right : extracted at 85℃ for 3 hours using Soxhel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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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citrus peel extract during storage at 4℃. (Left : 

extracted at room temperature (20℃) for 72 hours with several agitations. Right : 

extracted at 85℃ for 3 hours using Soxhlet apparatus )

Table 2-9. Changes in nitrite scavenging ability (%) of irradiated citrus peel extract (70% 

ethanol) during storage at 4℃

pH
Extraction 

method
1)

Storage 

(day)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SEM

1.2

RT

0 79.79x 81.18y 86.57y 74.78y 3.917

10 90.06y 90.64y 90.70y 90.16x 2.051

20 85.76
bz 83.72abx 86.00abx 89.87ax 0.549

30 92.44z 94.59x 79.57x 80.91x 0.565

SEM 1.478 1.575 0.510 3.905

Heat

0 75.46bz
86.71

ay
87.82

az
85.98

az
1.702

10 94.05y 93.43y 91.70z 93.70y 1.639

20 89.07bx 89.50bx 87.54ax 92.12abw 0.421

30 80.16
ax 82.47ax 82.95by 79.14bx 0.300

SEM 1.451 1.642 0.855 0.562

4.2

RT

0 35.93ay 29.24by 28.30by 39.30ay 1.652

10 39.68
ay 39.27by 39.79by 41.82bz 0.970

20 32.94y 30.03y 29.95y 32.60z 1.782

30 49.13x
49.32

x
44.96

x
44.98

x
1.132

SEM 1.953 1.109 1.345 1.129

Heat

0 28.08
z 28.94yz 25.73y 28.22y 1.002

10 39.97yz
38.06

y
28.30

y
27.52

y
3.121

20 35.56
ay 27.37bz 27.87cy 27.11bcy 0.973

30 39.86ax 35.00ax 26.37bx 13.96bx 0.760

SEM 0.732 1.021 1.738 2.769

6.0

RT

0 20.97axy 14.20by 23.56ax 17.69abxy 1.986

10 17.37y
18.65

y
17.10

y
19.22

y
1.809

20 19.25x 20.48x 17.53x 18.89x 1.695

30 18.24
x 18.93x 20.33y 23.46x 1.214

SEM 2.729 1.661 1.067 1.910

Heat

0 15.30az 14.82aby 11.55bc 11.17cy 1.025

10 22.30
yz 16.63y 18.36 13.09x 1.194

20 16.53abxy 17.03ax 16.12b 17.01bx 1.512

30 26.75ax 23.56by 18.02b 13.75bxy 1.351

SEM 0.997 1.289 1.792 0.850
1)

RT : Extracted at room temperature for 72 h with several agitation.
 Heat : Extracted at 85℃ for 3 h with soxhlet apparatus.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w-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extraction method differ significantly(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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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귤껍질 추출물은 pH 1.2에서 80～85% nitrite 억제 효과를 보 다

(Table 2-9). 그러나 pH 4.2와 6.0은 35%, 20%감소를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polyphenol류가 nitrite억제에 매우 효과 이라는 보고(Kang et al., 1996)가 있으며, 이 

polyphenol류는 낮은 pH 상태에서 nitrite억제 효과가 더욱 높다는 보고 (Noh et al., 2002)도 

있어 본 결과는 이러한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실험에서 nitrite 소거능은 조

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농산 부산물인 귤 정유로부터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가) 감귤 정유의 limonene 함량 

   감귤 정유의 주 성분인 limonene의 함량변화를 분석한 결과 88.3 ± 1.30%로 나타났다.  0, 

10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limonene의 함량은 유의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 다 

(p>0.05). 2 kGy로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오 지의 limonene 함량이 증가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Moussaid et al., 2000)하 으며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 다.

   (나) 감귤 정유의 항산화 효과

   감마선 조사한 감귤 정유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는 Fig. 2-4에 제시하 다. 자유라디칼을 

소거하는 능력은 지방산화 억제력과 깊은 상 계가 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 시험은 천연물 특히 식물체에 존재하는 

성분의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는 데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귤 정유 원액에 한 자공

여능은 약 69%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Kang 

et al. (2003)은 추출방법을 달리한 귤피 추출액의 자공여능이 33%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

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감귤 정유가 지질산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분쇄돈육을 이용하여 장시간에 따른 지질산패도를 측정하여 Fig. 2-5에 나타내었다. 조

군과 감귤 정유 첨가에 따른 지질 산패도는 감귤 정유 첨가(5%) 시 조군 보다 낮게 나타나 

지질산패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유의 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o et al. (2003)은 냉동 건조한 감귤 과피 추출물 분말(0.1%)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패티 등의 육제품의 지방 산화를 억제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

과에서 보듯이 감귤 정유를 식육에 첨가 시 지방산화 억제효과가 있다.

Fig. 2-4. Electron donating ability (%) of irradiated citrus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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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value (TBARS) of meat homogenate 

containing citrus essential oil (5%) during storage at 37℃.

   (다) 감귤 정유의 항균 효과

   감귤 정유의 항균효과 측정을 해 세균 5종, 효모 1종  곰팡이 4종에 한 disc 법을 이

용한 생육 해환 측정 결과를 Table 2-10에 나타내었다. 이  효모인 Pichia subpelliculosa에 

한 생육 해환이  43～44 mm로 나타났으며, 곰팡이에 한 생육 해환은 14～30 mm로 나

타났다. 세균에 한 생육 해환은 Psedomonas aeruginosa를 제외하고 10～18 mm 정도로 감귤 

정유는 부분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귤 정유의 최소 해농도 

측정을 해 생육 해환 측정 결과를 토 로 항균활성을 보인 세균 4종, 효모 1종  곰팡이 

4종에 한 농도에 따른 생육 해효과 결과를 Table 2-11～13에 나타냈다. Paper disc 법에서 

감귤 정유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 효모 P. subpelliculosa에 한 시험에서 농도범 는 10, 100, 

250  500 ppm으로 하 으며 그 결과 조군은 기 배양액보다 3 log cycle 정도 자랐으며 

비조사구는 250 ppm, 조사구는 100～250 ppm 첨가 시 효모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주요 식 독 세균 4종(Salmonella typhimurium, Escherchia coli,  Listeria ivanovii, 

Staphylococcus aureus)에 한 시험에서 농도 범 는 1,000, 2,500, 5,000  10,000 ppm으로 하

다. 그 결과 S. Typhimurium의 경우 조군은 기 배양액보다 2 log cycle 정도 자랐으며 

감귤 정유는 2,500 ppm 첨가시 세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세 균주에 비해 

S. typhymurium에 한 항균 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L. ivanovii와 S. aureus의 

경우 감귤 정유 5,000 ppm 첨가시 기 배양액보다 5～6 log cycle 정도 감소하 으며 10,000 

ppm 첨가시 생육이 억제되었음을 확인하 다. E. coli 경우 감귤 정유는 10,000 ppm 첨가 시 

1,000 ppm 첨가할 때보다 1 log cycle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균주에 한 항균활성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곰팡이 4종(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usami, Muco hiemalis, 

Penicillin verrucolusom)에 한 시험에서 농도 범 는 1,000, 5,000  10,000 ppm으로 하 으

며, 그 결과 감귤 정유는 Asp. usami의 경우 항 곰팡이 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Muco hiemalis가 항 곰팡이 활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에서 추출된 정유와 정유

의 구성성분은 항균활성이 뛰어나서 식품 내 잔존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로서의 사용여부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귤 정유의 항균활성 연구에서 주성

분인 limomene보다는 terpenoid와 phenolic compounds에 의한 항균효과가 크다고 보고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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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감귤 정유가 무좀균과 비듬균의 생장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Jo et al., 2004; Lee 

et al., 2001)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Table 2-10. Antimicrobial activity of citrus essential oil measured by paper disc diffusion 

method

microorganisms
Diameter (㎜)

0 kGy 10 kGy 20 kGy

Bacteria

Salmonella typhimurium 16.5
1)

14.5 17.5

Escherichia coli 13.5 14.5 11.5

Listeria ivanovii 14 13 12.5

Staphylococcus aureus 10 11.5 12.5

Pseudomonas aeruginosa -2) - -

Yeast

Pichia subpelliculosa 44 43.4 43.1

Mold

Aspergillus flavus 20.9 19.6 20.9

Aspergillus usami 20.3 20.3 20.3

Penicillin verrucolusom 14.4 18.3 14.4

Muco hiemalis 29.4 14.4 26.2
1) Clear zone diameter (disc diameter; 8.0 mm).
2) No inhibition effect.

Table 2-11. Inhibition of yeast growth by citrus essential oi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sample
Concentration

(ppm)

Microorganisms (log CFU/mL)

Pichia subpelliculosa

Initial 4.50

control 7.12a

0 kGy

10 6.50
a

100 4.65b

250 NDc1)

500 ND
c

SEM2) 0.02

10 kGy

10 5.94a

100 ND
b

250 NDb

500 NDb

SEM
2)

0.07

20 kGy

10 6.03a

100 2.40b

250 ND
c

500 NDc

SEM2) 0.06

1) 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1 CFU/mL.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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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Inhibition of bacterial growth by citrus essential oi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Sample
Concentration

(ppm)

Microorganisms (log CFU/mL)

S. typhimurium E. coli L.ivanovii S. aureus

Initial 1,000 6.38 7.584 7.32 6.76a

Control 1,000 8.30 8.38 8.24a 8.05a

0 kGy

1,000 8.26
a

8.01
a

9.43
a

8.12
a
3

2,500 NDb1) 7.91a 8.05b 7.98a

5,000 NDb 7.79b 3.75c 2.82b

10,000 ND
b

7.57
c

ND
d

ND
c

SEM2) 0.02 0.03 0.11 0.09

10 kGy

1,000 8.48a 7.92a 9.72a 7.95a

2,500 ND
b

7.74
ab

7.79
b

7.68
b

5,000 NDb 7.60bc 2.95c 4.70c

10,000 NDb 7.44c NDd NDd

SEM2) 0.01 0.07 0.14 0.04

20 kGy

1,000 8.29a 8.30a 9.19a 7.97a

2,500 NDb 7.84b 7.25b 7.82a

5,000 ND
b

7.78
bc

3.27
c

2.99
b

10,000 NDb 7.69c NDd NDc

SEM2) 0.04 0.04 0.09 0.05

1) Viabl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101 CFU/mL.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2-13. Inhibition of fungal growth by citrus essential oi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Irradiation 

dose (kGy)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usami

Muco 

hiemalis

Penilcillin

verrucolusom

0 10,0001) 5,000 -2) -

10 1,000 1,000 5,000 5,000

20 5,000 1,000 - 10,000

1) Concentration(ppm) of CEO for inhibition of fungal growth
2)

 No inhibition effect.

   (라) MTT assay에서 감귤 정유의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 

   감귤 정유의 암세포에 한 세포증식 억제율은 Fig. 2-6에 나타냈다. 감귤 정유500 ppm 첨

가시 A549(lung). HT-29(colon), HepG2(liver), B16F10(melanoma)  G361(melanoma)세포에 

한 증식 억제율은 각각 90, 95, 92, 92  91%로 높은 세포 증식 억제율을 보 다. 감마선 조

사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et al. (2004)은 곽향 추출물  정유의 항암 효

과는 ED50 1.24～6.81 ㎍/mL의 범 에서 증식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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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Growth inhibition effect of citrus essential oil (500ppm) on cancer cells. The cell 

lines used were lung (A549), colon (HT29), liver (HepG2), melanoma (B16F10 

and G361) cells.

   (마) 감마선 조사 감귤 정유의 돌연변이원성 유무 검증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200 ㎍/plate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

을 수행하 다. 감마선 조사한 귤 정유를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14 와 같다. 우선 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한 귤 정유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50～200 ㎍/plate의 

범 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과 비교하 을 때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활성계(S-9 mixture)를 도입하 을 때 시험물질에 해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용 농도에서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가 유의 으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귤 정유에 한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에 세포 성장억제효과  항균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Park, 2002)가 있었으나 limonene 자

체가 부분의 미생물에 하여 독성을 지닌다고 한다(Jang, 1994). 한 많은 정유가 

acetaminophen으로 유도한 지질과산화를 해한다는 보고를 하 지만 생리활성 정유의 개발을 

해서는 물성과 련하여 돌연변이원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Park, 2002). 따

라서 200 ㎍ 이하 감귤 정유는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식품  화장

품 소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감귤 정유는 항산화, 항균, 암세포 생장 억제 

등의 기능을 가진 천연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펄 폐액 재활용기술 기 연구

   (가) 펄 폐액의 항산화 효과

   펄 폐액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 결과를 Table 2-15에 나타내었다. 각 추출액은 

0.01%를 사용하 으며 gallic acid를 양성 조군으로 사용하 다. Gallic acid의 경우 1mM 농도

에서 약 90%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며 펄 폐액의 소거능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0.1mM 농도의 경우는 약 36%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펄 폐액의 각 추출액별 D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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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칼 소거능 실험 결과, Ethyl acetate층의 항산화 효과가 다른 추출액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

으며 butanol층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펄 폐액의 

항산화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4.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the citrus 

essential oil
a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200 3±5 6±1 79±7. 126±18

50 4±7 8±2 93±4 170±4

10 6±3 11±1 97.±18 189±19

10

200 5±1 13±8 100±8 197±7

50 6±2 13±4 121±5 216±28

10 10±1 23±8 153±31 242±13

20

200 3±1 10±1 188±16 209±9

50 5±2 10±1 188±7 283±14

10 6±3 11±15 204±24 257±9

Negative 

control
DMSO 47±17 52±3 258±20 318±15

Positive 

control

4-NQO 0.5 1460±283

2-AA 2 1193±123

SA 0.5 1940±57

2-AA 2 1209±564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2-15.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n different solvent extracts of pulp effluent 

Sample IR (kGy) Concentration DPPH (%)

Gallic acid 0

1 mM 90.32

  90.26

0.1 mM 36.36

  36.53

Chloroform 0 0.01%
55.53

55.87

Ethyl acetate 0 0.01%
79.22

80.93

Butanol 0 0.01%
17.64

15.11

Water 0 0.01%
47.90

23.98

Ethyl acetate 50 0.01%
77.95

77.89

Butanol 50 0.01%
6.40

7.83

Water 50 0.01%
14.5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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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펄 폐액의 항돌연변이원성 평가

   펄 폐액의 항돌연변이원성 평가 결과를 Table 2-16에 나타내었다.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액층 에서 ethyl acetate층의 항돌연변이원성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낸 반면에 chloroform 층이 가장 낮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

과는 향후 실험 계획 에 있다.

Table 2-16. Antimutagenicity effect on different solvent extracts of pulp effluent

5 mg / plate Toxin Inhibition rate (%)

Chloroform

2NF 4.80

4NQO 36.12

TRP 10.34

2AA 32.73

Ethyl acetate

2NF 76.16

4NQO 90.08

TRP 98.58

2AA 87.27

Butanol

2NF 32.51

4NQO 40.46

TRP 30.89

2AA 95.57

Water

2NF 10.53

4NQO 90.97

TRP 96.91

2AA 83.30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5)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섬유 폐자원(실크 단백질)으로부터 기능성 소재개발

   (가) UV-VIS 흡 도 측정

   UV absorption spectra는 단백질 표면의 방향족 아미노산 곁사슬의 흡 도 absorbance에의

한 구조 인 변화를 보여 다.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  이 3가지 아미노산이 아로마틱 

아미노 곁사슬이다. 타이로신과  트립토 은 280 nm 역에서 측정되어 지고 페닐알라닌은 260 

nm에서 측정되어진다. 단백질의 방사선 조사는 aggregation이나 fragmentation을 야기 시킨다

고 이미 보고된 바 있다(Stevens et al., 1967; Saha et al., 1995; Audette-Stuart et al., 2005). 따

라서, Fig. 2-7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의 흡 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260과 280nm에서 증가되었다. 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혼탁도 한 330nm에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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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UV absorption spectrum of gamma-irradiated Silk protein, sericin at 0,5, 10, 50, 

100, 150 and 200 kGy. Condition: 3ml sample (0.1 mg/ml)assay on a UV-VIS 

spectrophotometer with quartz cell.

   

   (나) 단백질 2차 구조 측정

   Circular dichroism은 208과 220 nm에서 단백질의 alpha-Helix의 2차구조를 보여주고 214 

nm 에서는 단백질의 beta-sheet의 2차 구조를 보여 다(Chang et al., 1978). Fig.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의해 단백질의 2차구조가 변했다. 즉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a-Helix 

2차 구조는 감소하 다. 반면 beta-sheet와 beta-Turn 그리고 Random coil은 alpha-Helix 2차 

구조가 감소할수록 증가하 다. 이 등의 보고에 따르면 수용액상에서 단백질의 방사선 조사는 

공유결합이 쉽게 끊어지면서 2차 구조와 3차 구조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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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Far-UV CD spectra of intact silk protein, sericin and gamma-irradiated silk 

protein,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다) 항산화활성

    방사선 조사된 세리신의 항산화 효과는 Fig. 2-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Jin-Hong등

에 의해 세리신이 항산화 활성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다(Jin-Hong et al., 2006). 

방사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같은 농도에서 비조사한 세리신보다 높

았다. 한 선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 kGy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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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kGy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항산화활성의 최고 선량은 

150 kGy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실크 세리신의 활성 기작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 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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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gamma-irradiated Silk protein, sericin at 5, 10, 

50, 100, 150 and 200 kGy. The concentration of sericin is arranged in 0.16, 0.31, 

0.63 and 1.25 mg/ml. 

   

   (라) 미백활성

   자외선에 과다 노출된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유도하여 피부노화나 피부손상을 래할 

수 있는 주요효소인 tyrosinase에 한 실크 세리신의 억제효과는 Fig. 2-10에 나타내었다. 비조

사된 실크 세리신은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된 모든 세리

신은 비조사된 세리신보다 억제 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

백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실크 세리신의 어떠한 구조 인 변화 는 기작

으로 미백활성을 증가시키는 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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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The Tyrosinase inhibition effects of gamma-irradiated Silk protein, sericin at 5, 

10, 50, 100, 150 and 200 kGy. Concentration of Silk protein, sericin is 5 

mg/ml(W/V). Numbers on the left side and upside indicate inhibition effect(%) 

on the activity of tyrosinase and radiation dose(kG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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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T/BT 이용 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이용증진 연구

  (1)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활성 신물질 Gallic acid - CLA 개발  기능성 평가

   (가) GA-CLA cocktail 제조

   Gallic acid와 conjugated linoleic acid를 가지고 화학  방법에 따라 GA-CLA cocktail을 제

조하 다. 합성여부는 thin layer chromatography와 FI NIR Spectrophotometer로 확인하 다. 

각각 기능성을 가지는 두 합성 물질을 가지고 항산화를 비롯한 생리활성 측정을 하 다.

   (나) 감마선을 이용한 linoleic acid의 conjugated linoleic acid로의 환연구

   방사선 이용 linoleic acid의 CLA 환 연구를 통하여 경제  CLA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의 확인은 GC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Linoleic acid에 매로서 KOH를 첨가 후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 35% 수율의 CLA 변환 가능을 확인하 으며 KOH 첨가 없이는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 

   (다) 암세포 생장억제 시험 (Anti-tumor effect)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생장억제 실험을 해 폐암(A549), 피부암(쥐, B16F6; 사람, G361), 간

암(HepG2)  결장암(HT29)세포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샘 은 10배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암세포 생장억제시험 결과 B16F6(피부암)의 경우 GA-CLA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

며 부분의 경우 Gallic acid 단독 효과에 비해서 시 지효과를 내지는 못하 으나 CLA 단독 

투여시 보다 매우 높은 암세포 생장억제를 보 다(Fig. 2-11). Ip et al. (1991)은 1% CLA가 함

유된 사료를 쥐에 여하고 높은 수  (10 mg/rat)의 DMBA를 주었을 때 CLA가 유방암을 억

제하 다고 보고하 으며 Ju et al. (2000)은 CLA를 돈육패티에 첨가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

질산염의 잔존량을 인다고 보고하 다. 한, Liu et al. (1998) 등은 CLA가 인지질내 

arachidonic acid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다음으로 arachidonate에서 유래되는 prostaglandin E2

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CLA의 항암작용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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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Inhibition effect of gallic acid CLA cocktail on cancer cell proliferation (G361, 

human melanoma; B16F6, mouse melanoma; A549, lung cancer; HT-29, colon 

caner; HepG2, live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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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산화 시험

      자공여능(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이용한 항산화 시험을 통하여 GA-CLA ester가 

천연 Gallic acid보다 높은 항산화력을 보 으며 Peroxide value와 TBARS value를 이용한 항산화 시

험에서도 GA-CLA ester는 GA 는 CLA 단독으로 쓰인 것 보다 효과 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GA-CLA ester가 아닌 합성시 두 물질 합성에 사용된 같은 량으로 용액에 혼합된 GA+CLA는 

GA-CLA ester 는 gallic acid 단일물질보다 효과가 히 낮은 것을 확인하 다(data not shown). 

한, 합성된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인체  환경조건에서 분해되었을 경우 항산화 향을 살펴보기 

하여 pH 2에 1시간동안 합성물질을 노출시켜 oil emulsion에 첨가한 후 장기간 동안 TBARS값

을 확인해 본 결과 GA-CLA ester보다는 지질산화 억제능이 감소하나 gallic acid 혹은 CLA보다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Table 2-17~19). Ha et al. (1990)은 in vitro에서 CLA 가 산화되

면서 항산화성이 있는 구조인 β-hydroxy acrolein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 고, 

Yurawecz et al. (1995)은 CLA가 in vitro상태에서 furan fatty acid 유도체로 변화하여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 결과 합성 신물질은 단독 는 칵테일 효과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본 실험결과 확인하 다. 

Table 2-17. 1,1-Diphenyl-2-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100 95.51±0.197 -a 95.18±0.188 96.26±0.588

10 59.61±6.283 - 94.82±0.121 96.51±0.082
aActivity was not detected.

Table 2-18. Peroxide value of soybean oil added with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Sample
Storage (day) SEM

0 3 6 9

0.1M GA 5.03 6.03 5.53 7.03 0.310

0.3M CLA 6.65 9.03 4.28 4.28 0.748

GA-CLA 4.40 4.28 3.90 3.28 0.455

 GA-CLA at pH 1-2 5.90 9.53 12.53 13.78 1.167

SEM 0.243 0.612 1.327 1.560

Table 2-19.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 of meat homogenate containing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Sample
Storage (day) SEM

0 3 6 9

0.1M GA 0.098 0.040 0.318 0.279 0.0287

0.3M CLA 0.078 0.170 0.375 0.349 0.0388

GA-CLA 0.061 0.135 0.187 0.191 0.0166

GA-CLA at pH 1-2 0.095 0.131 0.218 0.212 0.0176

SEM 0.0117 0.0078 0.0239 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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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균 시험 (Antimicrobial test)

   본 실험에서는 곰팡이류 Aspergillus usami 등 4종, 젖산균 Leuconostoc mensenteroides 1종, 효

모 Zygosaccharomyces rouxii 1종, 식 독성 세균 Bacillus cereus 등 5종에 한 GA-CLA ester의 

항균효과를 살펴보았다. 미생물의 사용 배지  배양온도는 Table 2-20과 같다. 곰팡이

(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usami, Muco hiemalis, Penicillin verrucolusom), 젖산균(Leuconostoc 

mensenteroides)  세균(Listeria ivanovii) 등 6개 균주에서 항균활성이 나타났으며, 그  곰팡이 

 일부 세균에 해 항균활성이 매우 우수하 다. 그러나 나머지 실험에 쓰인 균주에 한 항

균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 et al. (1998)은 CLA는 Aspergillus sp.나 Rhizopus sp.의 생

육을 강력히 해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CLA는 Listeria monocytogens의 생육을 해하 으며 식 독

균의 활성도 해하 다고 보고하 다. 

Table 2-20. Antimicrobial actiiv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Treat

-ment

Conc.

(ppm)

Fungi Bacteria

Aspergillis 

flavus

Aspergillis 

usami

Muco 

hiemalis

Penicillin 

verrucolusom

Leuconostoc 

mensenteroides

Listeria 

ivanovii

Initial 6.49 6.56 7.60 6.79 6.70 6.48

Control 6.31 7.30 7.20 6.70 9.02 9.31

0.1M 

GA

10,000 3.96 5.40 4.48 5.81 4.03 3.89

1,000 5.53 5.60 4.70 6.70 7.39 8.06

0.3M CLA
10,000 5.71 5.65 2.78 3.00 3.65 3.49

1,000 7.49 6.60 4.95 6.30 7.93 8.00

GA-CLA
10,000 4.48 ND ND 2.95 ND ND

1,000 7.08 5.61 5.15 5.90 ND 7.68

ND :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바) GA-CLA ester 제조

   Conjugated linoleic acid는 자연 으로 cis-9-trans-11, trans-9-cis-11, cis-10-trans-12, 

trans-10-cis-12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Octadeca-cis-9, trans-11-diene-ol을(cis, 

trans isomer는 표 물질과 동일한 비율로 조재) 제조한 후 제조된 알콜 물질로 gallic acid를 

합성하 다. 신물질 합성에 사용된 방법은 Fig. 2-12에 나타나 있다. 특히 GA-CLA fatty ester 

cocktail에 비하여 합성된 GA-CLA ester는 gallic acid의 carboxyl기에 CLA를 esterification시켜 

자유로운 3개의 OH기는 기능성을 유지하여 본 실험결과 순도가 높은 단일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기능성 식품 개별인정  일반의약품으로 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 본 실험에서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 차후 gallic acid와 linoleic acid(LA) ester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수행한 결과 GA-LA ester 한 항염증 효과를 보여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신물질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음을 본 실험결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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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Gallic acid &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by chemical synthetic method. 

Compounds : 1, linoleic acid ethyl ester 2,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 3. gallic acid 4,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yl-3,4,5-hydroxybenzoate. Reagent and conditions : i) 

diisobutylaluminum hydride (2 – 3 M eq. of compound 1) CHCl2 at -78C, ii) 

N,N’-dicyclohexylcarbodiimide (3 M eq.), tetrahydrofuran at 0C to room 

temperature for 20 h.

   (사) GA-CLA ester의 항암활성

   실험에서는 암세포 생장억제 실험을 해 폐암(A549), 피부암(쥐, B16F6; 사람, G361), 암

(SK)  결장암(HT29)세포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샘 은 50 ppm 농도로 실험하 다

(Fig. 2-13). 암세포 생장억제시험 결과 B16F6(피부암)의 경우 GA-CLA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부분의 경우 Gallic acid 단독 효과에 비해서 시 지효과를 내지는 못하 으나 CLA 단독 투

여시 보다 매우 높은 암세포 생장억제를 보 다. 본 실험 결과 GA-CLA ester는 GA-CLA 

cocktail과 비교했을 때 낮은 농도에서 높은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본 

실험 결과 gallic acid는 단독으로 과량 투여시 오히려 산화증진효과를 가져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재할 수도 없다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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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Inhibition effect of gallic acid CLA cocktail on cancer cell proliferation (G361, 

human melanoma; B16F6, mouse melanoma; A549, lung cancer; HT-29, colon 

caner; SKMEL, stomac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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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10 76.27±3.143 -a 95.92±0.365 95.11±0.033

   (아) GA-CLA ester의 항산화 활성

   GA-CLA ester의 항산화 활성을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Frap assay를 통해 

확인한 결과 CLA 단일 물질보다 합성한 물질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21). 한, GA-CLA ester의 radical scavenging effect는 GA-CLA cocktail보다 같은 농도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 다(Table 2-22).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GA-CLA ester 합성에서도 언 했듯이 합성된 GA-CLA ester는 gallic acid의 carboxyl기에 

CLA를 esterification시켜 자유로운 3개의 OH기는 기능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21. 1,1-Diphenyl-2-hydrazyl(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a
Activity was not detected.

Table 2-22.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assay using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50 26.81±0.108 -a 131.91±2.206

aActivity was not detected.

   (자) GA-CLA ester의 피부미백효과 (Skin-whitening activity)

   Tyrosinase inhibition effect를 통하여 GA-CLA ester의 항미백효과를 측정하 다. 측정시 

조구로서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단일물질보다 GA-CLA ester의 효능이 월등

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23). Lee et al. (1997)은 약용식물류의 tyrosinase의 해능 탐색

에서 오매와 계피는 81% 해율을 보 다고 보고하 으며 그 외의 약용식물에서는 5-63%의 

해능이 있다고 보고하 다. Park et al. (1994)에 의하면 phenol성 화합물이 tyrosinase를 

해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결과 조구인 ascorbic acid보다도 GA-CLA ester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아 합성된 두 물질의 synergic effect라고 사료된다.

Table 2-23. Tyrosinase inhibition actiiv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Concentration (ppm) GA-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500 88.35±0.89 -a 63.7±0.17

aActivity was not detected.

   (차) GA-CLA ester의 유 독성학  안 성 시험

   GA-CLA ester의 유 독성학  안 성 시험 결과는 Table 2-24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2 균

주의 생균수는 1.0-1.8 × 109/mL 수 이었다. 사활성계가 첨가된 경우와 첨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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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물질에 의한 S. typhimurium TA98  TA100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 농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

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

험의 감마선 조사된 시료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하여  농도에서 복귀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000 ㎍/plate 농도에서 유 독성학  안 성을 확인하 다.

Table 2-24. Salmonella mutagenicity assay of GA-CLA ester

Materials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GA-CLA ester

10,000 14.50±3.54 19.50±2.12 191.00±4.24 279.50±6.36

5,000 16.50±0.71 20.00±1.41 139.00±1.41 167.00±9.90

2,500 13.50±3.54 19.00±2.83 158.50±9.19 182.00±2.83

1,250 16.50±6.36 18.00±2.83 181.50±27.58 179.00±18.38

625 18.00±2.83 23.00±1.41 198.00±21.21 190.50±14.85

Negative control H2O 19.50±2.12 25.50±6.36 155.±28.28 230.00±21.21

Positive control

4-NQO
2)

380.33±57.74

2-AA2) 410.67±85.54

SA
2)

559.67±83.43

2-AA2) 677.33±30.29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카) 면역활성 시험(Immune enhancing activity)

   비장세포 생장시험(Spleen cell viability)은 면역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cell을 이용

한 in vitro test임. 비장세포의 활성은 GA-CLA가 GA나 CLA보다 높은 효과를 보 다(Table 

2-25).

Table 2-25. Spleen cell viability treated with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Gallic acid CLA GA-CLA

Relative Absorbance (%) 38.2±0.08c 50.7±0.12b 63.2±0.18a

  (2)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 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 연구

   (가) 울 과 강황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울 과 강황 추출물  울  우더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시료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다(Table 2-26). 비조사구의 경우 

강황의 항산화능이 가장 높았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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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SEMc

0 15 30

CL 65.82bxy 76.73a 77.40a 1.28

CA 68.18bx 75.57a 76.36a 1.86

SC 57.15by 74.63ab 83.72a 4.57

SEM
d

2.41 2.51 3.71

Table 2-26. DPPH radical scavenging capacity (%) of Curcuma longa (CL) and Curcuma 
aromatica (CA) extracts and standard C. longa powder (SC)

a,b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 y)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d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β-Carotene linoleate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울 과 강황 추출물  울  우더의 β-Carotene 탈색 반응을 이용한 

항산화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시료가 조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항산화능을 보 다

(Table 2-27).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모든 시료에서 항산화능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강황

이 상 으로 높은 항산화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27. AI of Curcuma longa (CL) and Curcuma aromatica(CA) extracts and standard C. 
longa powder (SC) calculated by β-carotene bleaching assaya,b

Sample
Irradiation dose

SEMc

0 15 30

Control 49.46
d

CL 65.79by 89.11a 92.04ay 4.31

CA 90.54x 90.57 97.15y 1.76

SC 69.49by 76.68a 80.39ax 1.50

SEMe 2.65 3.58 1.33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 y)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dThe mean value of the contr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from those of other treatment 
combination.
e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2-Thibarbituric acid (TBA) 효과

   TBA 실험은 지질의 산패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사용되는 표 인 실험이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울 과 강황 추출물  울  우더의 TBA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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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TBARS of Curcuma longa (CL) and Curcuma aromatica(CA) extracts and standard 
C. longa powder (SC).

 

Table 2-28. Hunter color values of Curcuma longa (CL) and Curcuma aromatica (CA) extracts 

and standard C. longa powder (SC)a,b

Sample
Irradiation dose

SEMc

0 15 30

L*-value

CL 83.20cy 91.70by 99.91ay 0.008

CA 83.94cx 92.35bx 100.00ax 0.038

SC 65.45cz 85.37bz 87.64az 0.038

SEMd 0.038 0.010 0.005

a*-value

CL 23.50ay 3.49by -13.71cz 0.016

CA 23.17az 2.73bz -11.06cy 0.014

SC 28.18ax 24.18bx 18.74cx 0.013

SEM
d

0.020 0.006 0.011

b*-value

CL 135.73az 134.38bz 99.85cy 0.025

CA 136.74ay 135.04by 38.20cz 0.013

SC 142.12ax 140.91bx 110.70cx 0.067

SEMd 0.056 0.044 0.010

a
Valu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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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 y)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d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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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

   Hunter 색차계의 측정 결과 모든 시료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L*-값이 증가하

으며 a*-와 b*-값은 감소하 다(Table 2-28). 이상의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강황과 울

 추출물의 색이 밝아짐으로써 화장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용할 때 색에 의한 첨가량 제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HPLC 분석을 통한 Curcuminoids의 함량 변화

   Curcuminoids의 크로마토 그램에서 주 피크는 curcumin이고 작은 두 피크는 

bisdemethoxy- 와 demethoxycurcumin으로 각각 25.08 ± 0.086, 25.75 ± 0.085,  26.45 ± 

0.084 분의 머무른 시간을 보 다(Fig 2-15, Table 2-29). 각각의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감

마선 조사에 의하여 모든 시료의 curcuminoids 함량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더욱이 강황 

추출물이 울  추출물보다 더 많은 curcuminoids 함량을 나타냄으로서 강황의 경제  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0  k G y  

1 5  k G y  

3 0  k G y  

Fig. 2-15. HPLC chromatogram of Curcuma longa (C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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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9. Percentage (w/w) of composition of curcuminoids in Curcuma longa (CL) and 
Curcuma aromatica (CA) extracts and standard C. longa powder (SC)

a

Sample Curcuminoids
Irradiation dose

SEMb

0 15 30

CL

Bisdemethoxy

-curcumin
0.61

a
0.29

b
0.15

c
0.017

Demethoxy-curcumin 0.57
a

0.34
b

0.22
c

0.019

Curcumin 1.50a 0.92b 0.65c 0.044

Total 2.68a 1.55b 0.99c 0.077

CA

Bisdemethoxy

-curcumin
0.60a 0.30b 0.13c 0.019

Demethoxy-curcumin 0.60a 0.36b 0.21c 0.065

Curcumin 1.62
a

0.96
b

0.63
c

0.020

Total 2.82a 1.62b 0.97c 0.041

SC

Bisdemethoxy

-curcumin
7.84a 7.43b 3.10c 0.017

Demethoxy-curcumin 18.05a 16.78b 8.78c 0.013

Curcumin 73.73a 63.61b 29.63c 0.024

Total 99.62
a

87.82
b

41.51
c

0.054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9).

Table 2-30. Extraction yield, Hunter color value, and total polyphnolic content of ethanol 

extract of a mechanically pressed juice of Bokbunja.

Irradiation 

(kGy)

Yield

(%)

Hunter color value polyphenolic content 

(mg/g sample)L
*

a
*

b
* ΔE

1)

0 1.02 16.6±0.01
b2)

49.5±0.01
a

27.8±0.01
a

59.2±0.01
b

58.4±4.70

20 1.02 91.0±0.01a 1.9±0.01b 18.7±0.01b 92.9±0.01a 56.5±1.02
1)ΔE = Overall color difference [(△L

*
)

2
+(△a

*
)

2
+(△b

*
)

2
]

1/2
.

2)Different letters (a, b)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나) 복분자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색도

   복분자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의 수율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Table 2-30에 

나타내었다.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1.02%로 같았으며, 이는 

복분자 열매만을 이용하여 착즙, 여과하는 과정동안 껍질 등이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이며 추출 

용매에 따라 수율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다.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각각 58.4  55.5 mg/g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 감마선 조사 과 20 kGy 조사후의 색도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30으로 나타내었다. 조사 후 명도(L
*
값)는 16.59에서 90.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밝은 색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 색도(a
*
값)는 49.49에서 1.90로 격히 

떨어졌으며 황색도(b*값)의 경우에도 27.82에서 18.69로 조사 후에 감소하 다 (p < 0.05). 한 

총 색차(ΔE)에서도 수치 으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육안으로 찰하 을 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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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검붉은 색인 반면 조사 후에는 투명에 가까운 엷은 노란색을 나타내었다. Jeon et al. 

(2002)의 오미자 천연물 내에 색소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anthocyanin 색소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괴되면서 색도와 황색도가 감소되고 명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와 비교해 볼 때 

antocyanin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분자 에탄올 추출액이 조사 후에 색도와 

황색도가 감소되고 명도가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측정하여 Fig. 2-16에 나타내었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 추출물 모두에서 시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DPPH에 한 자공

여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다. 이 결과는 페놀화합물의 

자공여능은 반 으로 농도가 상승할수록 증가한다는 Kang et al. (1996)의 보고와도 일치

하 다.따라서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은 비교  자공여능력이 높고 천연항산화제의 이용가치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산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분쇄돈육을 이용하여 장시간에 따른 지질산패도를 측정하여 Fig. 2-17에 나타내었다. 조군

(증류수처리구)과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에 따른 지질 산패도는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 첨가(1%) 

시 조구 보다 낮게 나타나 지질산패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을 식육에 첨가 시 지방산화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2-16.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irradiated ethanol extract of a mechanically 

pressed juice of Bokbunja different concentration(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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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value (TBARS) of meat homogenate 

containing ethanol extract of a mechanically pressed juice of Bokbunja during 

incubation at 37℃(p < 0.05)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효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Bacillus cereu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한 항균효과를 Table 2-31에 나타내었다. 1,000 ppm의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

은 B. cereus 와 S. typhimurium의 증식을 억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0 ppm 추출

물은 B. cereus의 증식을 0.90-1.02 log CFU/mL,  S. typhimurium의 증식은 0.37-0.60 log 

CFU/mL 억제하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 0.05). 따라서 

B. cereus와 S. typhimurium에 한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효과는 감마선 조사 과 후 

동일하 으며, 추출물 10,000 ppm 이상에서 S. typhimurium  B. cereus에 항균효과를 나타내

었다. Park et al. (2002)은 복분자 과육 농축액이 B. cereus, S. aureus  S. typhimurium에 하

여 약 3.7~9.1%의 해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고, Ryan et al. (1997)은 Rubus idaeus로 

제조한 복분자 주스가 Salmonella, Shigella  E. coli에 해 항균활성이 있으며 곰팡이에는 효

과가 없다고 보고하 다.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한 복분자의 종류와 수확시기가 다르고 

추출방법이나 추출 용매가 다르기 때문에 항균물질의 활성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31. Inhibition of ethanol extract of a mechanically pressed juice of Bokbunj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Sample
Concentration

(ppm)

Microorganisms (log CFU1)/mL)

B. cereus S. Typhimurium

Control 8.77±0.08 9.18±0.08

0 kGy
1000 8.94±0.01 9.07±0.15

10,000 7.75±0.11 8.58±0.12

20 kGy
1000 9.08±0.23 9.13±0.08

10,000 7.87±0.00 8.15±0.01

1)
CFU : colony forming unit.

2)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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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

      색도측정 

      비  메탄올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과 20 kGy 조사 후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도를 나타내는 L
*
값의 경우 부 별 비  추출물 모두 조사 후에 증가한 것으로 밝은 

색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 색도(a* 값) 의 경우도 조사 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황

색도(b
*
 값)는 세 시료 모두 조사 후에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클로로필이 괴되었다는 보고와 감마선 조사한 간장의 갈색도가 엷어진다는 보고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물 내, 특히 잎에 다량 존재하는 클로로필   천연 색소

물질의 괴에 의해서 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천연물은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첨

가하여 사용할 때 천연물 자체의 색소로 인하여 다량 첨가하기 어려운 을 해결 할 수 있는 정 인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2-32.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of the irradiated methanolic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1

Part
Irradiation 

(kGy)

Color value

L a b ㅿE

Leaf
0 3.0

b
-1.5

b
12.7

a
5.8

20 10.6a 0.7a 4.8b 14.8

SEM2 0.01 0.01 0.02

Seed
0 95.9

b
-4.7

b
22.0

a
93.6

20 99.6a 0.03a 17.7b 96.3

SEM 0.019 0.006 0.01

Flesh
0 96.8

b
-4.4

b
0.1

a
94.8

20 99.9a 0.1a 0.01b 99.9

SEM 0.01 0.02 0.02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a, b)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Table 2-33.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total phenolic contents (mg/g sample, dry matter 

basis)  of the methanolic extracts (0.05 mg/mL)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L.)
1

Part
Irradiation dose(kGy)

SEM2

0 20

Leaf 94.2a 85.0a 9.17

Seed 29.3b 31.5b 1.79

Flesh 20.7b 21.2c 0.19

SEM3 1.79 2.06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3
(n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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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페놀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범 하게  분포하는 식물 2차 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한 생리활성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 부 별 비  메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Table 2-33에 나타내었다. 비  잎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페놀함량은 각각 94.2±5.9  85.0±2.9 mg/g 

이었으며, 씨 추출은 29.3±0.3  31.5±0.1 mg/g이고, 과육 추출물의 경우 20.7±1.5  21.2±2.1 mg/g 

이었다. 비  각 부 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통계상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리고 비  부 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잎, 씨  과육 순이었다.

      항산화성 측정 

      비  부 별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Electron donating ability, β-carotene bleaching 

assay, FRAP assay  reducing power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Table 2-34, Fig. 2-18,19). 

 DPPH를 이용한 비  각 부 별 메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34에 나타내

었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 추출물 모두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DPPH에 한 자공여능도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다. 한, 부 별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비교했

을 때, 씨와 과육 추출물보다 잎 추출물이 92.9-94.2%로 더 높은 활성을 보 다. β-Carotene-linoleic 

acid model system은 linoleic acid와 β-carotene이 반응하여 β-carotene 특유의 주황색이 격

히 퇴색되는 것을 시료가 어느 정도 억제하는지를 흡 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실험결

과,  β-carotene함량이 30분 째 모든 시료에서 감소하여 이후 시간에서는 비교  일정한 값을 보 다

(Fig. 2-18). 한, 과육 추출물 보다 잎과 씨 추출물이 강한 β-carotene 유지력을 보 다. 조사에 의한 

β-carotene 유지력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총 

페놀 함량이 씨와 과육에 비하여 상 으로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도 잎이 가장 높았다. 이는 비  

잎에는 암 방 혹은 항염증 효과와 같은 각종 생리 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잎의 항산화 활성 성분의 생체 사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목이라 사

료된다. 한편, 녹차 추출물  한약재에 감마선 조사 시 항산화 작용에는 향을 주지 않는 보고와 유

사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비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향 없이 산업 으로 불필요

한 색택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본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시 한 번 증명하 다.

Table 2-34.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the methanolic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1

Part
Extract

Concentration (mg/mL)

Irradiation dose(kGy)
SEM2

0 20

Leaf 0.05 94.2a 92.9a 0.92

Seed 0.05 60.0
b

52.8
b

3.33

Flesh 0.05 4.41
c

4.22
c

0.19

SEM3 2.32 3.21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3(n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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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β-carotene bleaching assay of the methanolic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Abbreviations: C, 

control; L-0, leaf-0 kGy; L-20, leaf-20 kGy; F-0, flesh-0 kGy; F-20, flesh-20 kGy; 

S-0, seed-0 kGy; S-20; seed-20 kGy. a-f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measurement time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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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reducing power of the methanolic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Abbreviations: L-0, leaf-0 kGy; L-20, 

leaf-20 kGy; F-0, flesh-0 kGy; F-20, flesh-20 kGy; S-0, seed-0 kGy; S-20; seed-20 

kGy.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measurement time differ significantly (p 

< 0.05).

   Xanthine oxidase 해활성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진 요산을 생성하는 xanthine oxidase에 한 활성 해능을 측

정한 결과를 Table 2-35에 나타내었다. 비  부 별 메탄올 추출물에 한 xanthine oxidase 해활성

을 비조사구와 조사구로 비교하 을 때, 통계학 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잎과 씨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활성은 통계 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나 과육 메탄올 추출물의 활

성은 잎과 씨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았다(p < 0.05). 비 에는 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유가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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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데 일반 으로 라보노이드류는 xanthine oxidase에 해 강한 해 활성을 나타내며 이 활

성은 페놀성 수산기가 많은 라보노이드일수록 그 해작용이 강하고 수산기의 치에 따라 해효

과가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Jayaprakasha et al., 2001; Duh, 1998). 따라서 비 의 각 부 에 한 

xanthine oxidase 활성을 해하는 화합물의 추가 인 연구로서 xanthine oxidase의 활성을 해하

는 물질을 순수 분리하여 특정화에 성공한다면 비 를 이용한 효과 인 통풍 방물질의 개발이 기

된다.

Table 2-35.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methanolic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nica)
1

Part
Extract

Concentration (mg/mL)

Irradiation dose(kGy)
SEM2

0 20

Leaf 0.5 39.6a 38.6a 2.17

Seed 0.5 35.3
a

35.9
a

1.71

Flesh 0.5 20.2
b

20.0
b

1.18

SEM3 3.48 2.35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3(n = 9).

   

   

      돌연변이원성 시험(Ames test) 

      감마선 조사한 비  추출물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균주를 이용한 유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시행하여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2-36에 나타내었다.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최  포화농도인 10,000 μg/plate

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재 정기 은 식품의약품 안 청 기 으로 사활

성의 유, 무에 계없이 최소 1개 균주에서 평 당 복귀변이 집락 수에 있어서 1개 이상의 농도에서 

재 성이 증가를 나타낼 때 양성으로 정한다. 본 실험을 보면 먼  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감마

선 조사한 비  부 별 메탄올 추출물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0,000 μg/plate까지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구와 비교

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

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한 비  부 별 메탄올 추출물에 하여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비  추출물이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독성학  변이원성시험에서 감마선 조사가 생약재가 유

독성학 으로 안 하다는 Jo et al. (2003)의 보고와도 잘 일치하 다. 따라서 본 시험 조건 하에서 

비  부 별 메탄올 추출물은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시사되어, 비 는 식품, 화장품 등의 천연 

기능성 소재 소재로서 응용이 기 되는 자료가 얻어졌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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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6.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the 

methanolic extract from different parts of loquat (Eriobotrya japo1

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Leaf

0

250 31±3 39±6 327±7 376±25

500 26±1 39±4 257±1 272±13

1000 23±6 33±8 224±3 333±7

20

250 30±6 36±6 347±30 440±11

500 28±4 34±7 344±62 376±34

1000 21±10 28±1 305±17 355±4

Seed

0

250 35±6 34±7 386±26 426±37

500 30±4 32±10 307±29 342±31

1000 22±6 32±2 262±23 286±22

20

250 34±2 35±8 442±71 502±88

500 26±2 34±3 348±1 311±10

1000 20±4 34±1 245±16 298±25

Flesh

0

250 33±2 38±4 443±1 490±25

500 31±11 33±6 294±11 422±42

1000 25±1 30±1 260±8 323±10

20

250 30±1 42±11 406±42 434±3

500 27±1 35±7 332±4 419±27

1000 25±6 26±6 294±5 407±10

Negative 

control
H2O    30±4 38±6 328±36 363±51

Positive 

control

4-NQO 1236±283

2-AA 993±123

SA 1721±57

2-AA 1011±56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 anthracene. 1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p < 0.05).

   (라) 민들

   색도 측정

   Table 2-37은 민들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후의 색도변화이다. 감마선 조사후 명도(L
* 

value)값은 47.09에서 88.20으로 나타나 상당히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색도(a* 

value)의 경우 -13.10에서 -0.65로, 황색도(b
* 

value)의 경우 74.54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여 

37.3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Son et al. (2001)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녹차

추출물의 명도 증가  황색도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감마선 조사한 간장이나

(Song et al., 2001) 멸치액젓의 갈색도(Kim et al., 2000)가 엷어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물 내에 색소성분으로 존재하는 chlorophyll과 flavonoid계 색

소의 괴에 의해서 색도  황색도가 감소되면서 명도가 높아진다는 보고(Son et al., 2001)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천연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첨가하여 

사용할 때 천연물 자체의 색소로 인하여 다량 첨가하기 어려운 을 해결할 수 있는 정 인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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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7. Change of Hunter color L
*
, a

*
, and b

* 
values of irradiated dandelion extracts

Samples Irradiation (kGy) L*1) a* b* △E2)

Dandelion

0 47.09
b3)

-13.10
b

74.54
a

-

20 88.20a -0.65a 37.37b 56.788

SEM4) 0.007 0.011 0.015

1)Abbreviations :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2)Overal color difference, △E = △ △△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a,b)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생체 사과정이나 스트 스, 염증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라디칼을 소거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DPPH 라디칼을 이용하여 민들  추출물의 소거활성을 측정하 다. DPPH는 짙은 자

주색을 나타내며, 그 자체가 질소 심의 라디칼로서 라디칼 자의 비편재화에 의해 안정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517 nm부근에서 최  흡수를 나타내는데, 자 는 수소를 받아 환원되면 

다시 산화되기 어려워진다(Han et al., 2005; Oh et al., 2004). DPPH법은 항산화 물질의 자

공여능에 의해 환원되어 고유의 자색이 엷어지는 정도로 소거활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민들

 추출물에 한 소거활성은 Table 2-38과 같다. 민들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1 mg/mL에서 89.0%(0 kGy)와 86.8%(20 kGy)의 소

거활성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소거활성의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녹차추출

물의 감마선 조사구  비조사구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Son et al., 2001)와 한약

재에 하여 10 kGy까지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과산화물가, 자공여능 등 항산화효과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고(Byun et al., 199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가 자유

라디칼 소거능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38.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scavenging capacity and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tential (FRAP) value of irradiated dandelion extract

concentration (mg/mL)
Irradiation (kGy)

SEM
1)

0 20

DPPH radical Scavenging (%) 0.1 23.7a2) 17.6b 1.65

0.5 46.1b 50.3a 0.53

1 89.0
a

86.8
b

0.21

FRAP value (mM FRAP/g of samples) 4.1 4.4 0.11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a,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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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rosinase 활성 해능 측정

   피부에 멜라민 색소의 침착을 유도하여 피부노화나 피부손상을 래하는 tyrosinase에 한 

활성 해능을 살펴보았다. 멜라닌은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L-3,4- dihydroxy-phenyl- alanine

을 생성시키고 이를 L-dopaquinone으로 이시키는 연속된 효소  산화(hydroxylation and 

oxidation)가 진행된 후 각 생성물의 합반응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Jung et al., 1995). 민들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비조사물에 한 tyrosinase 활성 해능은 Table 2-39와 같다. 5 

mg/mL에서 3.2%(0 kGy), 12.8%(20 kGy)를 나타내었고, 10 mg/mL에서는 7.9%(0 kGy), 

18.1%(20 kGy)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녹차 추출물에 한 감마선 조사가 tyrosinase 해율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

고(Son et al., 2001)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감마선 조사가 생리활성효과에 정 인 

향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의 활용가능성을 보여 다. 

Table 2-39. Tyrosinase and xanthine oxidase inhibition effect of irradiated dandelion extract

Concentration

(mg/mL)

Irradiation (kGy)
SEM1)

0 20

1 2.9 5.8 0.83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
5 3.2b2) 12.8a 1.50

10 7.9b 18.1a 0.30

1 40.0 38.3 0.82

Xanthine oxidase 

inhibition effect (%)
5 56.2

a
47.2

b
1.57

10 74.3
a

53.6
b

1.00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 (a,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

   Ames test는 화학물질이 돌연변이원인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돌연변이인자(mutagen)인 

물질은 한 암유발인자(carcinogen)가 된다는 가정에 기 를 두고 있다. 재 리 사용되는 

균주는 TA1535, TA1537, TA98, TA100 등이 있으며, 이  TA1535와 TA100은 변이원물질에 

의하여 G:C 이 A:T 으로 환(point mutaiton)되면 그 개체가 생존하여 콜로니를 형성하

는 base pair substitution mutation을 검출하기 해 만든 균주이며, TA1537과 TA98은 변이원

물질에 의하여 G:C 이 추가되거나 상실되면 그 개체가 생존하여 콜로니를 형성하는 

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해 만든 균주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 시험에서 주로 사용

되는 TA100과 TA98을 사용하여 실험하 으며, 사활성계(S9)를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 시험물질에 의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하 다. 실험한 결과는 Table 2-40  Table 2-41과 같다. 두 균주의 생균수는 

1.0-1.8×10
9
CFU/mL 수 이었으며, 민들  추출물의 농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복귀변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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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구의 복귀변이 집락

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시료에 하여 

모든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Lee et al. (2005)는 김밥 오염

원 측  미생물학  안 성 개선을 한 감마선 조사 효과에서 10 kGy로 조사된 김밥재료

는 유 독성학 으로 안 하다고 보고하 다. 한, Kang et al. (1998)은 감마선조사 쇠고기의 

유 독성  성독성학  안 성평가에서 5 kGy로 조사된 쇠고기는 유 독성학 으로 안

하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로부터 약   식

품 재료로 이용되어 온 민들 에 하여 그 추출물을 감마선 조사하여 이에 따른 색도  생

리활성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민들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색상은 개선되면서 

생리활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유 독성학 으로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0. Ames tes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dandelion extract using S. 

typhimurium TA 98

Sample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dandelion 0 10,000 18± 4.21) 17± 5.7

5,000 15± 0.7 15± 0.7

2,500 14± 3.5 30±12.0

1,250 10± 1.4 18± 2.8

625 10± 0.7 12± 4.2

20 10,000 22± 0.7 21± 7.8

5,000 23± 2.1 38± 9.2

2,500 21± 7.8 21± 2.8

1,250 13± 5.0 31± 8.5

 625 13± 5.0 20± 5.0

Negative 

control
H2O 16± 4.7 20± 5.5

Positive 

control

4-NQO2) 415±13.3

2-AA 1740±73.5

1)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2)

Abbreviations: 4-NQO(4-nitroquinoline-1-oxide), 2-AA(2-aminoanthra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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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Ames tes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dandelion extract using S. 

typhimurium TA 100

Sample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100 (-S9) TA100 (+S9)

dandelion 0 10,000 199±17.71) 222±20.5

5000 173± 9.2 174±61.5

2500 167± 4.2 189± 7.1

1250 175± 7.8 160± 1.4

625 163±13.4 188± 9.9

20 10000 175±21.2 174± 7.8

5000 157± 5.7 159±12.0

2500 179±12.7 219±65.1

1250 163±41.0 183± 2.1

625 185±18.4 195±12.7

Negative 

control
H2O 244±18.5 204±18.4

Positive 

control

SA
2)

346±29.7

2-AA 1914±82.0

1)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2)Abbreviations: SA(sodium azide), 2-AA(2-aminoanthracens)

   (마) 녹차 기

   녹차잎  기추출물의 수율

   녹차잎  기추출물의 동결건조 후의 수율은 녹차잎이 22.75%(0 kGy), 24.1%(20 kGy)인 

반면에 녹차 기는 14.23%(0 kGy), 15.9%(20 kGy)로 녹차 기에 비하여 녹차잎의 수율이 높았

다(Table 2-42). 

Table 2-42. Yield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 %)

Sample
Irradiation (kGy)

0 20

GTLE 22.75 24.1

GTSE 14.23 15.9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감마선 조사 후의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한 소거활성을 나타낸 표는 Table 2-43

와 같다. 농도 0.02 mg/mL에서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비조사구가 68.17%, 조사구가 71.08%

의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녹차 기 추출물은 비조사구 57.59%, 조사구가 59.16%의 소거능을 나

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녹차잎 추출물은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유의 인 

차이(P <0.05)를 나타내었다. 녹차잎은 녹차 기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 후에서 상 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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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녹차 기보다는 녹차잎이 상

으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catechin 등의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43. Effect of irradiation on 2,2-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

Sample
Irradiation (kGy)

SEMb

0 20

GTLE 68.17 71.08xa 1.355

GTSE 57.59 59.16y 1.548

SEM
c

1.797 1.002

Concentration : 0.02 mg/mL
a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
SEM : Standard error of the mean(n=4). 

c
(n=4).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β-Carotene linoleate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β-carotene bleaching assay 측정결과는 Fig. 2-20  Table 

2-44와 같다. Fig. 2-20은 β-carotene을 2시간 동안 50℃에서 유지하면서 15분 간격으로 흡 도

를 측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β-carotene의 탈색반응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조구

의 경우 30분까지 격하게 감소하다가 30분 이후로는 변화가 게 나타나는 반면,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조구에 비하여 유

의 으로 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은 반응 (initial time)의 β-carotene 흡

도 값에 한 50℃에서 2시간 동안 반응 후의 β-carotene 흡 도 값의 비, 즉 항산화지수(AI)

를 나타낸 표이다. 조구의 66.9%에 비하여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비조사구  조사구가 

80.79%, 83.55%를 나타내었고,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비조사구  조사구가 81.94%, 

84.50%를 나타내었다. 녹차잎 추출물과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항산화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고, 녹차잎 추출물과 녹차 기 추출

물 사이에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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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β-Carotene bleaching assay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Concentration : 

0.8 mg/mL. Abbreviations : control, 70% ethanol; GTSE 0 kGy, non-irradiated green 

tea stem extracts; GTSE 20 kGy, 20 kGy-irradiated green tea stem extracts; GTLE 0 

kGy, non-irradiated green tea leaf extracts; GTLE 20 kGy, 20 kGy-irradiated green tea 

leaf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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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4. Antioxidant index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calculated based on the 

result of β-carotene bleaching assay

(unit : %)

Sample
Irradiation does(kGy)

SEM
a

0 20

Control
b

66.9

GTLE 80.79 83.55 1.501

GTSE 81.94 84.50 1.613

SEMc 0.785 2.059

Concentration : 0.8 mg/mL
a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4).c(n = 4).
bControl : 70% Ethano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Reducing power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녹차추출물에 한 환원력은 Table 2-44와 같다. 녹차잎 추출물은 

비조사구  조사구의 흡 도가 0.653, 0.532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녹차 기는 비조사구  조사구의 흡 도가 0.367, 0.374를 나

타내어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녹차잎 추출물은 녹차 기 추

출물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Table 2-44. Effect of irradiation on reducing power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Abs)

Sample
Irradiation (kGy)

SEMb

0 20

GTLE 0.653 ax
a

0.532 bx 0.002

GTSE 0.367 by 0.374 ay 0.002

SEMb 0.001 0.002

Concentration : 1 mg/mL 
a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 

   녹차잎  녹차 기에 한 hydrogen peroxide 해능은 Table 2-45와 같다. 녹차잎은 감마

선 비조사구가 84.20%, 감마선 조사구가 83.14%를 나타내어 조사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비조사구가 73.47%, 

감마선 조사구가 80.80%를 나타내어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조사된 녹차잎 추출물은 비조사된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해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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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으며, 조사된 녹차 추출물은 비조사된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Table 2-45. Effect of irradiation on hydrogen peroxide inhibition activity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

Samples

Irradiation (kGy)

SEMb

0 20

GTLE 84.20 ax
a

83.14 ax 0.9161

GTSE 73.47 by 80.80 ax 1.158

SEMb 0.920 1.155

Concentration : 1 mg/mL
a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Ferric reducing / antioxidant potential (FRAP) 측정

   FRAP value의 측정은 Fe
3+

가 Fe
2+

로 환원하는 화합물의 환원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녹차

잎  녹차 기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후의 FRAP value(mM FRAP/g of samples)의 측정결

과를 나타낸 표는 Table 2-46과 같다.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녹차잎은 녹차 기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는 경향을 확인하 고,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녹차잎 추출물이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해 

유의 으로(P < 0.05)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Ahn et. al. (2005)은 0, 10  20 kGy

로 조사된 phytic acid의 FRAP values는 조사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하 으며, Fan and 

Thayer. (2002)는 감마선 조사에 따라 사과주스의 FRAP value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한, 

S a′nchez-Gonz a′lez et al. (2005)은 polyphenol contents와 FRAP value는 높은 상 계가 있

다고 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한 감마선 조사는 항산

화제의 환원력을 나타내는 FRAP value에 부정 인 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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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6.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tential (FRAP) valu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mM FRAP/g of samples)

Sample
Irradiation (kGy)

SEMb

0 20

GTLE 45.30 44.12xa 2.202

GTSE 33.39 31.47y 1.634

SEM
c

2.475 1.180

a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c(n = 4).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Tyrosinase 활성 해능

   감마선 조사구  비조사구의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을 0.4 mg/mL  0.8 mg/mL으

로 희석하여 tyrosinase의 해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2-21  Fig. 2-22와 같다. Fig. 2-2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녹차잎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해율은 0.4 mg/mL에서 4.83%에서 

4.75%로 0.8 mg/mL에서는 10.30%에서 7.89%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의 인 차이(p < 

0.05)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tyrosinase 해율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on et al. (2001)의 5~20 kGy로 조사된 녹차추출물이 tyrosinase 해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 2-22의 녹차 기의 감마선 조

사에 따른 해율은 0.4 mg/mL에서 3.59%에서 7.74%로, 0.8 mg/mL에서 8.16%에서 12.31%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tyrosinase 해율에 정 인 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

서, 감마선 조사된 녹차 기의 이용은 산업 으로 이용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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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ffect of irradiation on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green tea leaf extracts. 

Abbreviations : 0 kGy, non-irradiated; 20 kGy, irradiated at 20 kGy;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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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Effect of irradiation on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green tea stem extracts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Abbreviations : 0 kGy, non-irradiated; 20 kGy, irradiated at 20 kGy;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Xanthine oxidase 해효과 

   요산을 생성하여 통풍을 일으키는 xanthine oxidase에 한 활성 해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23  Fig. 2-24와 같다. 녹차잎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xanthine oxidase 해능

을 나타낸 Fig. 2-23을 보면 농도 0.4 mg/mL에서 비조사구가 9.89%, 조사구가 11.39%로 나타

났고, 0.8 mg/mL에서는 비조사구가 21.24%, 조사구가 24.75%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

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Fig. 2-24의 녹차 기에 한 실험에서도 농도 0.4 

mg/mL에서 비조사구가 3.63%, 조사구가 4.29%로 나타났고, 농도 0.8 mg/mL에서는 비조사구

가 12.61%, 조사구가 11.90%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xanthine oxidase 해능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미자 추출물에 한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가 xanthine 

oxidase 해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Yeo et al. (1995)

는 천연 catechin은 xanthine oxidase에 하여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녹차 추출물을 첨가하

을 경우에 더 효과가 증가된다고 보고하 고, Moon et al. (1998)은 xanthine oxidase 해 

작용을 나타내는 주요 인자는 polyphenol 화합물인 catechine 이라고 보고하 다. 한, Yeo et 

al. (1995) 녹차, 우롱차  홍차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력은 녹차의 경우 89.2~93.2%, 

우롱차는 88.8%, 그리고 홍차는 78.7% 고, 해 성분으로는 polyphenol 화합물인 조 catechin 

획분이 해력이 가장 높았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해력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색도

   녹차잎  녹차 기를 70% ethanol로 추출한 후, 감마선 조사한 추출액  동결건조한 분

말의 L* (lightness), a* (redness)과 b* (yellowness)값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Table 2-47과 같다. 

녹차잎  녹차 기 추출액  동결건조한 분말의 L
*
값은 20 kGy로 조사한 조사구가 비조사구

에 비하여 L
*
값이 높게 나타나 밝기가 밝아짐을 알 수 있었다. a

*
값의 경우 20 kGy로 조사한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값이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b*값은 추출액의 경우 조사

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추출액을 동결건조한 분말은 비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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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녹차 추출액의 감마선 조사 과 조사후

의 색도측정을 통해 조사후에 녹차 추출물의 명도(L*-value)는 밝아지고, 색도(a*-value)는 낮

아지며, 황색도(b
*
-value)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녹차추출액을 동결건조한 분말의 경우

는 조사에 의하여 명도는 밝아지고, 색도는 낮아지며, 황색도는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물 내에 색소성분으로 존재하는 chlorophyll과 flavonoid 계 색소의 

괴에 의해서 a
*
-값  b

*
-값이 감소되면서 명도가 높아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천연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첨가하여 사용할 때 천연물 자체의 

색소로 인하여 다량 첨가하기 어려운 을 해결할 수 있는 정 인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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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Effect of irradiation on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of green tea leaf 

extracts. Abbreviations : 0 kGy, non-irradiated; 20 kGy, irradiated at 20 kGy;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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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Effect of irradiation on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of green tea stem 

extracts. Abbreviations : 0 kGy, non-irradiated; 20 kGy, irradiated at 20 kGy;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 375 -

Table 2-47. Hunter color values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and powder

Sample
Irradiation

(kGy)
L* a* b* △Eb

Extract

GTLE

0 76.92y
a

1.78x 108.19x -

20 99.80x -8.05y 27.60y 84.35

SEMc 0.025 0.032 0.028

GTSE 

0 78.92y 10.73x 92.17x -

20 100.23x -5.43y 17.87y 78.97

SEMc 0.008 0.008 0.008

Powder

GTLE

0 55.97y 3.19x 21.78y -

20 75.53x 0.77y 32.54x 22.46

SEMc 0.004 0.004 0.012

GTSE

0 56.66y 7.82x 20.72y -

20 78.82x 1.91y 26.80x 23.73

SEMc 0.012 0.004 0.012

a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Overal color difference △E = △ △△ 
c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6).

Abbreviations : L*, Light; a*, redness; b*, yellowness;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총 페놀함량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감마선 비조사구  조사구의 총 페놀함량의 측정결과를 나

타낸 것은 Table 2-48과 같다.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은 녹차잎 추출물이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서는 녹차잎 추출물은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녹차 기 추출물은 유의 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48. Effect of irradiation on total phenolics contents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mg/g)

Sample
Irradiation (kGy)

SEM
b

0 20

GTLE 98.60 axa 79.91 bx 1.144

GTSE 67.83 by 71.94 ax 0.918

SEMb 0.618 1.330
aDifferent letters(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6).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총 Flavanol 함량 

   녹차잎  녹차 기에 한 총 Flavanol 함량은 Table 2-49에 나타내었다. 비조사된 녹차잎 

추출물은 11.98 mg/g, 조사된 녹차잎 추출물은 11.23 mg/g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녹차 기 추출물은 비조사구가 12.48mg/g,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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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가 13.91 mg/g으로 나타나, 조사에 의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총 Flavanol 함량은 

녹차 기가 녹차잎에 비하여 많은 양을 나타내었다. 

Table 2-49. Effect of irradiation on total flavanols contents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mg/g)

Irradiation (KGy)
SEMb

0 20

GTLE 11.98 aya 11.23 by 0.083

GTSE 12.48 bx 13.91 ax 0.087

SEMb 0.085 0.085
a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6).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아스코르 산 함량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한 아스코르 산 함량 분석결과는 Table 2-50과 같다. 비조

사된 녹차잎 추출물은 8.22 mg/g, 조사된 녹차잎 추출물은 8.35 mg/g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

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반면, 녹차 기 추출물은 비조사구가 6.38 mg/g, 조사

구가 6.72 mg/g으로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녹차잎 추출물은 녹

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50. Effect of irradiation on ascorbic acid contents of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mg/g)

Sample
Irradiation (KGy)

SEM
b

0 20

GTLE  8.22 ax  8.35 ax 0.083

GTSE  6.38 by  6.72 ay 0.087

SEMb 0.085 0.085
a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6).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한 catechins  caffeine 분석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한 catechins  caffein 분석결과는 Table 2-51과 같다. 녹

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한 catechin  caffein 분석결과 (-)-epicatechin (EC), 

(-)-epicatechingallate (ECG), (-)-epigallocatechin (EGC), (-)-epigallocatechingallate (EGCG), 

(+)-gallocatechin (GC), (-)-gallocatechingallate (GCG) 등이 검출되었고, (+)-cateh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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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chingallate (CG)는 검출되지 않았다. ECG는 녹차잎에서만 분석되었고, 녹차 기에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GCG는 비조사된 녹차잎 추출물에서만 분석되었으며, 녹차 기 추출물  조

사된 녹차잎추출물에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녹차잎은 녹차 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catechin  caffeine 함량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catechin 함량변화는 조사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녹차잎의 EC은 감마선 조

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내었다. Gallic acid (GA)는 녹차잎 추출물이 녹

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Caffein은 녹차잎 추출물이 녹차 기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녹차 기의 

caffein은 감마선 조사 후 다소 증가하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녹차 기 추

출물은 녹차잎에 비하여 약 50%정도 낮은 catechin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caffeine의 경우 녹차

기 추출물이 녹차잎 추출물에 비하여 10%정도로 나타나 녹차 기 추출물의 산업  응용에 

있어서 정 인 결과로 사료된다. 

Table 2-51. Effect of irradiation on catechins and caffeine in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unit : mg/mL)

GTLE GTSE
SEMb

0 kGy 20 kGy 0 kGy 20 kGy

(-)-EC 4.19 ba 4.84 a 3.21 c 1.35 d 0.03

(-)-ECG 1.11 a 0.70 b - - -

(-)-EGC 10.01 a 7.42 b 4.20 c 2.90 d 0.24

(-)-EGCG 8.14 a 6.32 b 4.57 c 2.91 d 0.06

(+)-C - - - - -

(-)-CG - - - - -

(+)-GC 0.58 a 0.48 b 0.30 c 0.20 d 0.01

(-)-GCG 0.07 a - - - -

GA 0.17 a 0.09 c 0.12 b 0.09 c 0.02

caffeine 8.69 a 6.96 b 0.54 c 0.64 c 0.12

TCC 0.65 0.58 0.3 0.2

TEC 23.45 19.28 11.98 7.16

TMF 24.1 19.86 12.28 7.36
a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Standard error of the means(n=12).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EC, epicatechin; ECG, epicatechingallate; 

EGC, epigallocatechin;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C, catechin; CG, catechingallate; GC, gallocatechin; GCG, 

gallocatechingallate; GA, gallic acid; TCC, total catechin contents(C, GC, CG, GCG); TEC, total epicatechins contents(EC, 

EG, EGC, EGCG); TMF, total monomeric flavanol contents(the sum of total catechins and epicatechins). 

   암세포 생장 해 효과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를 검색하기 하여 인간과 마우스로부

터 유래한 5가지 암세포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Fig. 2-25에서 Fig. 2-29까지와 같다. Fig. 

2-25는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mouse 유래 피부암세포에 한 생장억제 효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녹차 기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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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마선 조사에 따라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감마선 조사는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의 피부암에 한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6은 human유래 폐암세포에 한 억제효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녹차 기 추출물은 녹차잎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생장억제 효과를 나타내

는 경향을 보 고, 녹차잎  녹차 기 모두 감마선 조사후에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가 높게 나

타내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인 차이(P<0.05)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감

마선 조사가 인간유래 폐암세포의 생장억제에 정 인 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7은 흑색종에 한 암세포 억제효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조

사후에 암세포 생장 억제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조

사후에 암세포 생장 억제효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2-28은 인간유래 암세포(G361)에 

한 암세포 생장억제효과를 나타낸 표이다.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의 인 차

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녹차 기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후 암세포 생장억제효과가 높게 나타

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29는 인간유래 장암(HT-29)에 한 암세포 생장 억제효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녹차잎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후 암세포 생장억제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녹차 기는 감마선 조사후 암세포 생장억제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가지 암세포에 한 녹차잎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후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를 보면, 

melanoma(MDA)와 HT-29를 제외한 B16F10, A549  G361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반면, 녹차 기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후 암세포 생장억제 효과를 보면, MDA를 제외한 

A549, B16F10, H-29  G361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녹차 기 추

출물에 한 감마선 조사는 암세포 생장억제효과에 정 인 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녹차잎에 비해 상 으로 렴한 녹차 기 추출물에 한 감마선 이용은 유

용한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는 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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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Growth inhibition rat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skin cancer (B16F10). Concentration : 0.02 mg/m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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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Growth inhibition rat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lung cancer (A549). Concentration : 0.02 mg/m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0

5

10

15

20

GTLE GTSE

G
ro

w
th

 in
hi

bi
tio

n 
ra

te
(%

)

  0 kGy
20 kGy

Fig. 2-27. Growth inhibition rat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melanoma (MDA). Concentration : 0.02 mg/m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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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Growth inhibition rat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cancer (G361). Concentration : 0.02 mg/m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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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Growth inhibition rat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colon cancer (HT-29). Concentration : 0.02 mg/mL,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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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돌연변이원성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Salmonella Typhimurium TA98에 한 항돌연변이원성 효과를 나타낸 표는 Table 2-52와 

같다. TA98에 한 항돌연변이원성 효과를 보면 변이원물질 3-amino-1,4-dimethyl-5H- 

pyrido(4,3-b) indole (Trp) 에 하여 감마선 조사  비조사 구에서 96%의 해율을 나타내었으며, 

감마선 조사  비조사구 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녹차잎 추출물과 녹차 기 추출

물과의 유의 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변이원물질 2-nitrofluorene (NF)에 한 항돌연변이

원성효과는 54%에서 59%의 해율을 나타내어 변이원물질 Trp에 비하여 낮은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구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녹차잎 추출물과 

녹차 기 추출물과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S. typhimurium에 한 antimutagenicity 

분석결과를 통하여 녹차추출물은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으며 변이원물질에 한 억제효

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차잎  녹차 기 추출물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

험을 수행하 다. S. typhimurium TA98과 TA100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2-53  Table 2-54와 같다. 사활성 부재시(-S9)의 경우 감마선으로 조사한 시료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의 모든 범 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

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군과 비교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사활성계(+S9)를 도입한 복귀돌연변이 실험 결과에서도 실험한 모든 검체는 각

각의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 보통 negative control에 

비하여 2~3배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양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험결과를 보면, 녹차추출물

은 시험물질에 하여 모든 시험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에 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52. Antimutagenicity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on 

Salmonella  Typhimurium TA 98

Samples S9O S9×
Inhibition 

rate (%)b

Control 37.7 ± 3.79a 24.3 ± 4.16

Trp 1577.7 ± 231.2  

Trp + GTLE 51.0 ± 1.41 96.77

Trp + 20 kGy irradiated GTLE 51.5 ± 3.54 96.74

Trp + GTSE 60.0 ± 4.24 96.20

Trp + 20 kGy irradiated GTSE 57.0 ± 2.83 96.39

NF 264.0 ± 44.51

NF + GTLE 119.0 ± 11.31 54.92

NF + 20 kGy irradiated GTLE 110.5 ± 6.36 58.14

NF + GTSE 111.5 ± 9.19 57.77

NF + 20 kGy irradiated GTSE 106.5 ± 6.36 59.66

a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b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bbreviations : Trp, 3-amino-1,4-dimethyl-5H-pyrido[4,3-b] indole;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NF, 2-nitrofluo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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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3. Mutagenic activity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in Salmonella Typhimurium TA 98

Sample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GTLE
b

0 10,000 48.50± 6.36
a

53.50±0.71

2,500 48.00±15.56 37.00±1.41

625 53.00± 8.49 55.00±1.41

20 10,000 34.50± 4.95 44.50±2.12

2,500 46.00±14.14 47.50±0.71

625 39.00± 5.66 40.50±4.95

GTSE 0 10,000 40.50± 0.71 27.50±3.54

2,500 50.00± 2.83 41.00±5.66

625 51.50± 6.36 36.00±1.41

20 10,000 27.00± 8.49 38.50±4.95

2,500 43.50± 9.19 37.50±2.12

625 53.50± 7.78 57.50±2.12

Negative 

control
H2O 17±5.8 27±5.7

Positive 

control

4NQO
b

415±13.3

2-AA
b

524±15.1
a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b
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Table 2-54. Mutagenic activity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green tea leaf and stem 

extracts in Salmonella Typhimurium TA 100

Sample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100 (-S9) TA100 (+S9)

GTLEb 0 10,000 206.50±12.02a 236.50± 2.12

2,500 223.50±15.86 213.50±26.16

625 167.50±31.82 159.50±31.82

20 10,000 217.50± 3.54 163.00±24.04

2,500 198.00±16.97 170.50±21.92

625 210.00±19.80 184.00± 7.07

GTSE 0 10,000 104.00± 2.83 148.00±26.87

2,500 170.00± 2.83 114.00± 8.49

625 208.00± 5.66 151.50±26.16

20 10,000 221.50± 4.95 214.50±17.66

2,500 202.00±11.31 107.00±21.21

625 244.00±16.97 174.00±19.80

Negative 

control
H2O 227.00±14 274.00±13.1

Positive 

control

SAb 602.00±14.4

2-AAb 989.00± 3
a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bAbbreviations : GTLE, green tea leaf extracts; GTSE, green tea stem extracts;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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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의 물성개선  기능성 증진연구

   (가) 베타 루칸

   용해도 

   Fig. 2-30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베타 루칸의 용해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조사된 베타

루칸 용해도는 방사선의 선량에 따라 증가되었다. 비조사구 베타 루칸의 용해도는 51,23% 

이었고, 반면에 10, 30 kGy 의 낮은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은 55.76 %와 75.81%

로 용해도가 증가하 다. 50 kGy 로 조사한 베타 루칸의 용해도는 비조사구와 낮은 방사선과 

비교하 을 때 81.72% 로 용해도가 가장 높게 증가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용해도 증가는 

아마 분자구조의 괴와 변성에 의하여 분자 입자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입자들의 생성으로 물과 결합하는 힘이 높아져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자 입자들의 생성은 방사선 조사가 다당류의 

glycosidic bond를 괴시키면서 분자 입자의 형성을 래하기 때문이다(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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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0. Effect of irradiation on solubility of B-glucan at various doses and 
concentrations. 

   도 변화

   베타 루칸의 높은 도는 분자량  높은 농도에 련이 있다(Beer et al., 1996).  Fig. 

2-31에서 감마선으로 조사된 베타 루칸 용액의 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베타 루칸 용액의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비조사구 베타 루칸 용액의 

도는 191.93(cp)으로 나타났으며 10, 30 kGy 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 용액의 도는 

135.5(cp)와 75.81(cp)로 감소하 고, 50 kGy로 조사한 베타 루칸의 도는 43.9(cp)으로 도

가 감소하 다. 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감마선으로 고 분자 다당류의 괴와 분해로 인한 

분자 입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Graham, et al., 2002). 그러므로 감마선으로 조사된 베타

루칸의 도 변화는 베타 루칸의 단  보완과 베타 루칸의 사용 범 를 확장할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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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 변화

   베타 루칸의 색도는 베타 루칸의 외간 품질을 결정하는데 요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비효소  갈변 반응은 조사에 의해 glycosidic 결합과 peptide 결합이 분해되어 

carbonyl  amino 화합물과 같은 조사 분해산물 생성되며 이들이 착색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

문으로 알려져 있다(Liggett et al., 1959). Table 2-55는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 용액의 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베타 루칸 용액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ightness)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색도(redness) 와 황색도(yellowness)의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갈변반응의 결과로 생성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방사선 조사

에 의하여 매 으로 작용한 것이라 여겨지며, 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Rombo, 2001; Wootton, et al., 1998). 그러므로 베타 루칸에 감마선 조사의 사용을 최소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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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Changes of viscosity of Beta-glucan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concentrations. 

Table 2-5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s of ß-glucan

Dose(kGy) L* a* b*

0 89.26a 1) -0.45f 5.16g

10 88.05b -0.06e 6.64f

30 86.70c 0.37d 8.21e

50 86.18d 0.54c 8.9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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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분석   

   재 식품 첨가제로 리 사용되고 있는 베타 루칸은 어린이, 환자, 노약자,임산부 같은 면

역 활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  안

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Table 2-56은 감마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일반 호기성 미생

물과 효모  곰팡이 균수를 보여주고 있다. 비조사  조사된 베타 루칸에서 효모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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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2~4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었

다. 연구 결과 비조사구에서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순차 으로 10, 30, 

50 kGy 순으로 나왔다.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베타 루칸의 미생물 오염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미생물은 50 kGy 이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았다. 미생물의 오염이 감소하는 이유

는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되기 때문이다. 방사선은 미생물 감소에 효과 이고 식품재료

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 시키기에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deil Pietranera, 2003; 

Abu-Tarboush, 1996; Chawla, 2003). 게다가, 식품의 방사선 공정은 이미 안 성이 증명되어져 

있고 식품 안에 있는 생물학 인 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WHO. 

1999). 그러므로 방사선은 베타 루칸의 미생물 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 

Table 2-5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otal bacteria and total aerobic bacteria of 
ß-glucan 

Dose (kGy) Aerobic bacteria Yeasts mold

0 4.71±0.05 1) ND 2)

10 2.08±0.05 ND

30 1.24±0.34 ND

50 ND ND

1) Mean±standard deviation(n=2).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101 CFU/g.

   환원당 정량

   감마선 조사에 의한 베타 루칸의 환원당변화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Fig. 2-32에서 볼 수 있다. 베타 루칸 환원당 증가 비율은 각각 0.027 이다. 비조사구 베타

루칸의 환원당은0.917%이고 반면에 10, 30 kGy 의 낮은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

은 1.128%와 1.973%로 환원당이 증가하 다. 50 kGy 로 조사한 베타 루칸의 용해도는 비조사

구와 낮은 방사선 조사구와 비교하 을 때 2.173% 로 가장 높게 증가하 다. 베타 루칸 환원

당 R2 값은 0.9383이며  그림은 조사 선량과 환원당 함량을 곡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실 

환원당 함량은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증가하 고 다른 연구문헌과 일치하 다 (Raffi et al., 

1981; Ananthaswamy et al., 1970). 환원당 함량의 증가는 depolymerization의한 glucose와 같

은 분자량 당의 생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Ananthaswamy et al., 1970). 즉, 감마선 조사는 

이당류나 분과 같은 비환원당 부분의 C1 치에 자유 래디컬이 작용하여 glycosidic linkage

가 분열되어 환원력을 가진 조사 분해 산물인 환원당이 생성된다(Stewart, 2001; Raffi et al., 

1985; Molins, 2001). 그러므로 비효소  갈변반응에서 환원당은 반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환

원당은 비효소  갈변반응에 매 산물로 이러한 환원당의 증가는 모든 베타 루칸의 황색도 

증가되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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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Changes of the reducing level (%) in the B-glucan solutions (1.0 M) after 
gamma-irradiation. Irradiation: the sugar solutions were irradiated at 0, 10, 30, 
50 kGy(n=3). 

   분자량 측정 (GPC) 

   Fig. 2-33은 다양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베타 루칸의 분자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비

조사된 베타 루칸의 분자량은 178,035 Da이고 반면에 10, 30, 50 kGy 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분자량은 각각 61,962 Da, 32,004 Da, 24,822 Da으로 분자량이 감소하 다. 이미 조사

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베타 루칸의 분자량이 100000 Da 이상이면 고분자이며 50000 Da 이

하이면 분자라고 알려져 있다. 방사선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아마 glycosidic bond의 괴로 

분자의 functional group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며,  glycosidic bonds의 분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자량의 큰 감소는 낮은 분자량의 당들을 형성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자량에 련된 과학논문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이  연구에서 starch (Wu et al., 2002)., chitosan (Chen et al., 1997), guar gum 

(Kornelia Jumel, 1996), alginate와 같은 다당류들이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분자량이 감소되었

다라고 보고되었으며, 우리의 제 실험결과는 최근 공지된 연구결과와 함께 주장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에 사용되어지는 에 지는 ionizing radiation이라고 불려지고, 작은 입자 조각의 

형성으로 화학  결합들을 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  하(ions) 

는 neutral (free radicals)라고 한다(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 1981). 오늘날 까지 

산 처리와 효소처리는 고분자 다당류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사용되어졌다. 심지어 이러한 

방법들은 분자량을 감소하는데 효과 이지만, 여 히 이러한 방법들은 베타 루칸의 triple 

helical 구조의 괴, ß-(1.3)-glucans의 ß-(1.6)-branched를 효과 인 분해가 어렵다는 단 을 가

지고 있다(Shin and Lee, 2003). 다당류의 분자량을 감소시키기 해 와 같은 이러한 방법들

이 제안 되었으며, 지 도 열처리, 화학  는 효소 처리방법을 이용한 다당류의 가수분해방

법이 용되고 있다(Cho et al., 2003). 이러한 방법들 에서 화학  처리는 매우 잘 알려져 있

고,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화학  처리방법은 처리가격이 높거나, 이용범 가 작고 그리고 

HCl같은 화학물의 사용으로 인한 부산물이 생성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Jeon and Kim, 

2002). 효소 처리방법은 일반 으로 가수분해를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화학  처리방법보다

는 더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oligomers에서는 이용범 가 좁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Marie et 

al., 1994). 한 이러한 효소 가수분해 방법은 처리 공정 시간이 길고 pH에 매우 민감하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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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는 효소 처리는 산업 으로 량생산하기에는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방사

선 조사기술의 시행은 두드러진 역할을 가지고 있다. 베타 루칸의 방사선 조사처리는 산 처리

와 효소처리 방법과 비교하 을 때 온도에 의한 향을 받지 않으며, 조작이 간단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조사 처리공정은 베타 루칸의 분자량을 감소시키기 한 방

법으로 효과 이고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UV 흡 도 변화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은 UV spectrometry에 의하여 실험 되었고, 그 결과를 Fig. 2-34

에서 나타내었다. 265 nm에서의 베타 루칸의 UV 흡 도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265 nm에서의 피크범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들의 주요체인이 끊어짐으

로서 생성되는 이 결합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Nagasawa et al., 2000). 한 250과 

280 nm 모든 구간에서 베타 루칸의 UV 흡 도가 찰되었다.  결과는 이 의 선행연구결

과(Ulanski and Rosiak, 1992)와 비교하 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50과 280 

nm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carbonyl와 carboxyl groups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험결과

로부터 우리는 Fig. 4(GPC), 6(FTIR)과 비교 하 을 때 분자량의 감소와 도의 감소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폴리머의 주요체인이 끊어짐으로서 일어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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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GPC analysis of molecular weight modification of ß-glucan as an expression of 

radiation effect under different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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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Absorption spectra of ß-glucan aqueous solution (concentration of 1% w/w) 

irradiated at different gamma-irradiation doses.

   FT-IR spectroscopy analysis 

   FT-IR spectroscopy (Wilson et al., 1988)의 용은 폴리머의 구조 인변화를 monitoring 하

는데 유용한 기구로 잘 알려져 있다. glucose의 FT-IR spectroscopy특성(Mathlouthi and 

Koenig, 1986)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베타 루칸에 한 정보는 충분하지가 않다. 

베타 루칸의 변형은 아마 주요체인인 glycosidic bond가 끊어짐으로 변형이 일어날 것으로 추

측된다(Von Sonntag, 1980). 우리는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하여 베타 루칸의 조사 과 

후를 FTIR로 실험하여 분석하 다. Figs. 2-35는 다양한 감마선 조사선량으로 처리된 베타 루

칸의 FTIR spectra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Infrared spectra의 functional group 역인 

3415, 2929, 1748과 890 cm-1에서 흡 도가 하게 나타났고, 그 치의 흡 도 역은 각각 

-OH, C-H, C=O 과 ß-configuration을 나타내고 있다. 1200~950 cm-1에서의 C-O 역과 

950-750 cm-1에서의 anomeric 역은 각각 ß-D-glucan과 a-D-glucan의 역으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Mathlouthi and Koenig, 1986; Gutierrez, 1996; CarlaMaísa, 2005). 이번 실험으로 감

마선으로 조사된 베타 루칸과 비조사된 베타 루칸은 functional group 역 안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FTIR spectra의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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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FTIR spectra of ß-glucan: 0 kGy, 10 kGy, 30 kGy, 50 kGy irradiation dos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베타 루칸 입자은 베타 루칸의 입자 모양에 방사선 조사의 향과 

특성을 밝히기 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Sokhey and 

Hanna. (1993)는 낮은 조사선량에서 입자구조가 두드러지게 손상을 입지 않지만, 고 선량에서

는 큰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Wu et al. (2002) 는 심지어 1 kGy 감마선 

조사로 분의 입자구조에 향을 주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입자 모양이 변형된다라고 진

술했다. SEM의 결과(Fig. 2-36)에서 방사선의 다양한 조사선량에 따른 베타 루칸의 구조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베타 루칸 분자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입자형태가 변형된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베타 루칸 입자의 작은 변화는 비조사구와 비교하 을 때  10 kGy 로 방

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입자에서 찰되었고, 3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은 간정도의 

입자변화가 있었다. 반면에 5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은 비조사된 베타 루칸의 입자형태

와 비교하 을 때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2-36.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on structure of ß-glucan isolated from 

control (a) and 10 kGy-irradiated (b), 30 kGy-irradiated (c), 50 kGy-irradiat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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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활성능 평가

   Fig. 2-37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베타 루칸의 T cell 활성을 나타냈다.  마우스의 비장

세포의 T cell 활성은 비장세포에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처리한 다음 24시간 배양 

후 MTT assay 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우리는 비조사구보다 조사된 베타 루칸과 함께 배양한 

비장 세포안의 T cell 활성이 크게 증가 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 베타 루칸의 

T cell 활성 값은 109%이고 반면에 10, 30, 50 kGy 로 조사선량이 증사함에 따라 조사된 베타

루칸의 T cell 활성 109% 에서 127% 로 증가하 다. 비조사구와 10, 30, 50 kGy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처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 T cell 활성 값은 각각 109, 116, 122 그리고 127% 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5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처리된 비장세포의 T cell 활성이 비조

사구와 비교 시 가장 높은 활성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Park et al. (2004)

의 연구보고서에서 베타 루칸의 면역조  특성과 일치하 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자 

베타 루칸 입자들의 많은 생성으로 T cell의 활성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연구

에서 분자 베타 루칸이 고분자 베타 루칸 보다 면역활성에 향을 다는 연구문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in vitro 실험결과로 베타 루칸에 방사선조사는 면역강화 특

성에서 T cell을 활성 하는데 효과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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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Spleen cell proliferative index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싸이토카인 분비 효과  

   사이토카인들은 선천  응면역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집단이며 그 에 IFN-r, IL-2과 

TNF-r는 큰포식세포의 활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nen et al., 1994). 이번 

연구는 in vitro system에서 Th 1 으로부터 나오는 사이토카인을 가지고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

타 루칸의  면역기능  검사를 시도하 다. T cells (cytotoxic and Th1) 과 자연 살해세포 (NK 

cells) 은 interferon gamma를 분비한다. 이것의 주요기능은 포식세포의 활성 인자이다. Th 1 

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의 변화는 ELISA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으며, Fig. 2-38 (in vitro)은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의 자극에 의한 비장세포로부터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인  Th 1 

세포의 IFN-r를 측정하 다. Th 1 세포로 부터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인 IFN-r는 비조사구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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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칸과 비교하 을 때 하게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IFN-r의 방출량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0, 5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이 0, 1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

칸 보다 사이토카인의 방출양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Fig. 2-39 (In vitro)는 비

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의 자극에 의한 비장세포로부터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인 Th 1 세포

의 IL-2 를 측정하 으며, IFN-r과 동일하게 Th 1 세포로 부터 방출하는 사이토카인인 IL-2 는 

비조사구 베타 루칸과 비교하 을 때 하게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IFN-r의 방

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0, 5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이  0, 1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 보다 사이토카인의 방출양이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양한 기원으로 부터 추출한 베타 루칸에 의한 사이토카인의 직 인 생산은 추출 방법과 베

타 루칸의 기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Brown and Gordon, 2003), 이러한 직 인 사이토카

인의 생산의 단 은 다른 보고서와 일치하 다(Poutsiaka et al., 1993; Adams et al., 1997). 

IL-2는 미감작 T cell 이 성숙하기 하여 는 림 구에서 T cell 이 활성 하는 동안 요하게 

필요하다라는 몇몇의 가설들이 입증되었고 이것은 면역시스템에서의 매우 요한 특성 의 하

나인 기역세포를 활성 하는데 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항원 자극된 T 림 구의 성장인자

이고 항원 인식 후 T cell 클론 확장의 원인이 된다(Thornton et al., 1998). 우리는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의 활성을 비교하 을 때 조사된 베타 루칸에서 사이토카인 즉, 면역조  

활성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체 인 결과에서 베타 루칸에 방서선 조

사는 면역반응에서 사이토카인의 방출에 효과 이며, 아마 Th 1 세포의 주된 역할인 세포내 

미생물과 내구성이 강한 미생물의 면역학  조 이 강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Trinchieri, 1995).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마 베타 루칸의 면역조  활성능력은 Th1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의 생성과 비장세포의 활성강화에 의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된다(Falch et al., 2000; Ross et al., 

1999).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효과

   DPPH를 이용한 free radical 안 성평가는 517 nm에서의 특정 흡 도에서 베타 루칸의 

radical 소거능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하 다.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항산화 효과는 

Fig. 2-40에서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 처리된 베타 루칸의 DPPH radical 소거능력은 처리된 

베타 루칸의 모든 농도에서 비조사구 베타 루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 결과에서 방

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능력은 유의 으로 증가하 다. Grigorij et al. (2005)는 

베타 루칸이 lipid peroxidation을 완 하게 방어해 다고 말하고 있으며, Goksel et al. (2005)

는 in vivo 에서 베타 루칸의 radical 소거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증명되어져 있다.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HT는 매우 높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고 있다(Chatterjee et al., 1999). 비록 

방사선 조사 처리된 베타 루칸은 BHT 와 비교하 을 때 효과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결과 감

마선 조사된 베타 루칸은 비조사 베타 루칸 보다 DPPH radical 소거능력이 있다는 결과를 

밝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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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Cytokine level of INF-r of Th 1- associated cytokines released from the spleen 
cells stimulated by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in dose 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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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9. Cytokine level of IL-2 of Th 1- associated cytokines released from the spleen 
cells stimulated by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in dose 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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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0.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non–
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at 10, 30, 50 kGy. Theof β-glucanis arranged 
in 2.5, 5 and 10 mg/ml. Concentration of BHT is arranged 0.125, 0.25, 0.5 and 
1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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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비장세포 활성능 (in vivo)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 활성은 Fig. 2-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우스의 비장세포 활성측정은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7일 동안 투여한 마

우스의 비장세포를 24시간 배양 후 MTT assay로 세포활성을 측정하 다. 비장은 면역학 으로 

요하고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요부 이다 (Borchers AT, 1999). 그러므로 비장은 신체의 정

상과 비정상 모든 장소에서 간 으로 면역반응을 조 한다. 이번 연구는 in vivo에서 비장세

포의 면역조 을 알아보기 하여 마우스에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50 mg/kg 양으

로 7일 동안 계속 경구투여 하 다.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

포 활성은 normal control 과 비교하 을 때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 활성수치는 128.5% 이고, 30 kGy, 50 kGy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 활성수치는 139.3%, 183.8% 으로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하 다.  실험으로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는 비장세포 활성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결과로 베타 루칸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베타

루칸의 효능인 면역 활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으며,  in vivo 에서 베타 루칸의 면역강화 

특성은 Park et al. (2004) 연구보고서에서 베타 루칸의 면역조  향상특성과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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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Spleen cell proliferative index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싸이토카인 분비능(in vivo)

   IFN-r, IL-2 와 TNF-a 는 항원이나 미생물들을 포식하는 식세포의 활성에 필요한 사이토

카인이라고 매우 잘 알려져 있다(Leenen et al., 1994). 종양에서 면역반응을 조 하는 방어세포

는 IFN-r같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는 helper T-cell에 의해 크게 의존하고, 한 기 면역이 

성공 으로 발생한 후 은 양의 IFN-r 로도 2차 항암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IFN-r는 T cell과 

NK cell에서 분비되며, 포식세포에서 라소자임 효소와 TNF의 분비를 자극하거나 포식세포를 

활성화하여 포식된 미생물을 죽이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포식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이다

(Meira, et al., 1996). 그리고 IL-2는 T cell 성장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T cell 에 의한 

IFN-r 같은 다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n 

vivo 에서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의 면역자극 기능을 알아보기 해 실험을 진행하

으며, Th 1 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은 ELISA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Fig. 2-42, 4-43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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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의 자극에 의한 비장세포로부터 나오는 사이토카인인 Th 1 세포의 

IL-2, IFN-r 를 측정하 다. Th 1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인 IL-2, IFN-r는 베타 루칸에 방사선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사이토카인의 방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일 

동안 5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의 사이토카인 방출 양은 control 과 10, 

30 kGy 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마우스 보다 가장 많은 양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하

다. 이번 연구결과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이 비조사 베타 루칸 보다 면역자극 활성을 상

승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이용은 더 많은 IL-2, IFN-r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아마 세포내로 유입된 유해 미생물이나 내구력을 가진 유해 미생

물들에 면역조 을 활성화 하는데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결과로는 면역 활

성에 한 메카니즘은 분명하지 않으나, 조사된 베타 루칸 처리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조

하여 패 증이나 종양으로부터 사망률을 감소시켜 미래의 연구에 요한 실마리로 시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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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Cytokine level of INF-rof Th 1- associated cytokines released from the spleen 
cells stimulated by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in dose 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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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3. Cytokine level of IL-2of Th 1- associated cytokines released from the spleen 
cells stimulated by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in dose depend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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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weight, spleen weight and HDL, LDL cholesterol

   Fig. 2-44에서는 마우스에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50 mg/kg(body wt) 양으로 7일 

동안 투여 후 마우스의 body weight 를 나타낸다. body weight의 경우 비 조사 베타 루칸을 

처리한 마우스의 body weight는 normal control 군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이러

한 상은 Li et al. (1986) 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베타 루칸을 처리했을 

때 마우스의 body weight는 normal control 군 보다 증가하는 상이 나타내었다. Fig. 2-45는 

마우스에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50 mg/kg(body wt) 양으로 7일 동안 투여 후 마우

스의 spleen weight 를 나타낸다.  Normal control 군 과 비교 하 을 때 비조사구와 10, 30, 

50 kGy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군에서 spleen weight 가 높게 나타났으며 50 kGy조사

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베타 루칸

을 마우스의 복강에 주사했을 때 마우스의 spleen weight가 증가하 으며, 마우스의 신체에 매

우 많은 cell들의 핵 과 비장 세포들이 증가하 다라고 보고되어 있다(Williams, 1988). 면역조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베타 루칸은 한 low 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을 

감화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ig. 2-46, 47에서는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

한 Balb/C 마우스의  cholesterol(HDL & LDL)을 나타내고 있다. 10, 30, 50 kGy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군의 마우스의  cholesterol(LDL) 수치는 비조사구 베타 루칸 보다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심장병 험을 증가시키는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의 감화 효과는 genetic 과 epidemiological 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 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베타 루칸의 섭취는 인간과 실험동물의 지방과  cholesterol을 개선 할 수 있다. Fig. 2-47

은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조사구와 10, 30, 50 

kGy로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군의 HDL cholesterol 수치는 거의 같거나 약간의 차이를 

확인 수 있었다.  재까지 베타 루칸에 의한 low density lipoprotein (LDL) cholesterol을 감

소시키는 기작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베타 루칸이 담즙산과 결합하여 지방을 소장

내로 소화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비조사구와 

조사된 베타 루칸을 투여한 군의 body weight, spleen weight 의 증가결과와 비교 시 HDL 

cholesterol 과 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은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감화 효과와 면역조  특성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이런 상

은 아마도 베타 루칸이 방사선조사에 의해 분자화 되고 낮은 성을 가지게되어 이러한 잠

재력이 나타났다라고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 루칸의 구조와 성분의 변성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UV, FTIR, SEM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베타 루칸의 이용은 아마 항원을 방어하고 비장세포를 활성 하는데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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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Effect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β-glucan (50mg/kg body wt.) on body 
weight treated for a period of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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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5. Effect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β-glucan (50mg/kg body wt.) on spleen 
weight treated for a period of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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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6.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on Balb/C mice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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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7.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on Balb/C mice blood 
cholesterol (HDL)

   (나) 타피오카

   일반 성분

   Sangeetha et al. (2006)은 타피오카 분의 이화학  조성 가운데 수분은 7.45±0.14%, 단백

질(protein)은 0.51±0.07%이며, 회분이 0.20±0.05%, 지방(Lipid) 0.51±0.08%이라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 타피오카 분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조회분) 측정 결과는 Table 2-57～60

와 같다.

Table 2-57. Moisture of tapioca starch by gamma irradiation

Moisture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15 20 30

11.85 11.48 11.84 11.62 11.63 11.19 11.47 11.73

Table 2-58. Crude protein of tapioca starch by gamma irradiation

Crude

protein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15 20 30

4.23 3.20 1.73 0.15 2.23 1.91 1.31 0.98

Table 2-59. Ash of tapioca starch by gamma irradiation

Ash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15 20 30

1.02 1.05 0.07 0.15 1.12 1.13 0.8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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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60. Crude fat of tapioca starch by gamma irradiation

Crude

fat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15 20 30

0.89 0.88 0.97 0.97 0.99 1.04 0.74 0.46

   색  도

   감마선 조사 타피오카 분의 색도를 Color Difference meter인 모델명 spectro-colorimeter 

(color techno system corporation model JX-777,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한 결과는 Table 2-61

과 같다. 감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L값(lightness), b값(yellowness)은 증가하 고, a값

(redness)은 반복 으로 증가하다가 낮아지는 경향이 반복 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 (2002)은 

칡 분의 이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에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b값(yellowness)은 

증가하 고 a값(redness)은 감소하면서 L값(lightness)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Son et 

al. (1999)은 감마선 조사한 옥수수의 장 안정성 보고에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옥수

수의 색이 어두워지고 노란색이 어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 Kim and Son. (1998)은 감마

선 조사한 잡곡류의 물리화학 , 미생물  특성 변화에서 30.5 kGy로 조사한 보리분말의 L값

(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이 증가하 다고 보고했다.

Table 2-61. Color change of tapioca starch by gamma irradiation

Hunter's

color value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15 20 30

L (lightness) 14.56 20.36 16.26 17.96 19.72 21.58 21.35 22.13

a (redness) 9.65 10.34 10.99 10.27 11.18 10.99 11.51 10.74

b (yellowness) 5.68 6.59 7.08 7.23 7.74 7.95 8.93 8.80

색도차 (∆E) 18.37 23.77 20.86 21.92 23.96 25.49 25.85 26.13

   입자의 형태

   타피오카 분을 0~30kGy 조사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를 한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으로 분 입자를 찰한 결과는 Fig. 2-48과 같이 면이 깍인 구형(spherical, 

truncated)이며, 동심원륜의 심에서 보이는 이 앙에 치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크기도 

다양하 다. Fig. 2-48에서 분입자의 형태는 Sangeetha Mishra 등이 찰한 타피오카 분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사진과 비슷하 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입자의 형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워졌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구형에 가까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선량에서는 분입자의 손상이 찰되지 않았으나 

10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시 분입자의 균열 등이 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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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kGy                     (b) 3 kGy

     

                         (c) 5 kGy                     (d) 10 kGy

     

                         (e) 20 kGy                     (f) 30 kGy

   Fig. 2-48.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gamma-irradiated tapioca starch 

(magnification : 2000 ×)

   Amylogram의 특성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타피오카 분의 도 변화를 Brabender Viscograph E으로 측정한 

결과는 Fig. 2-49~56  Table 2-65~71과 같다. 분은 물과 함께 가열하면 망상구조의 겔을 형

성하여 도가 증가하는 호화 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호화

개시온도가 조 씩 증가하 으나, 30 kGy에서는 격히 떨어졌다. 호화 도는 조사선량에 따

라 큰 폭으로 감소하 으며 30 kGy부터는 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

에 의한 호화 도의 감소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감마선 조사 시 분 분자

의 분해(degradation)와 아주 작은 분자(입자, molecular) 화합물 형태 배열의 재배열

(rearrangement)이 도를 떨어뜨리며, 분 분자와 C-C결합과 타피오카 분 분자의 분해로 

생긴 glucosidic 결합이 쪼개지면서 겔 형성능력이 감소되어 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 으며, 

감마선 조사된 분의 도 감소는 분사슬의 풀림과 분해(degradation)에 의해 나타나고, 분

자내의 수소결합이 끊어져서 생기는 상이며 한 분 분자들의 모양이 변형되고 분자량의 

공간배열이 달라짐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타피오카 분의 호화개시온도가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분의 종류  조사시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두 분의 호화개시온도가 20 kGy 조사

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장 등과 이 등은 10 kGy 조사된 칡 분과 5~30 kGy 조사된 

메 분의 호화개시온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호화개시온도

의 변화는 분입자구조의 불규칙한 배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Sokhey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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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49. Amylogram of non-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2. Amylogram data on non-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6 66.5

B Maximum viscosity 0:33:55 502 81.4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306 94.9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172 95.1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353 50.4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346 50.0

B-D Breakdown 329

E-D Setback 179

   Fig. 2-50. Amylogram of 3 k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3. Amylogram data on 3 k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5 66.4

B Maximum viscosity 0:33:55 194 72.1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83 94.5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44 94.8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72 50.8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66 49.9

B-D Breakdown 149

E-D Setback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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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 Amylogram of 5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4. Amylogram data on 5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5 66.9

B Maximum viscosity 0:33:55 180 72.0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72 94.8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30 95.0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50 50.8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48 50.0

B-D Breakdown 150

E-D Setback 20

   Fig. 2-52. Amylogram of 7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5. Amylogram data on 7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6 66.6

B Maximum viscosity 0:33:55 139 71.1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58 94.8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17 95.0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32 50.5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31 50.0

B-D Breakdown 122

E-D Setbac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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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53. Amylogram of 1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6. Amylogram data on 1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5 67.0

B Maximum viscosity 0:33:55 84 71.2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22 94.7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5 94.9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13 50.6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15 49.9

B-D Breakdown 79

E-D Setback 8

   Fig. 2-54. Amylogram of 15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7. Amylogram data on 15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6 67.5

B Maximum viscosity 0:33:55 56 71.0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10 94.6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2 95.0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7 50.6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9 49.9

B-D Breakdown 55

E-D Setbac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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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5. Amylogram of 2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8. Amylogram data on 2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11 68.8

B Maximum viscosity 0:33:55 20 70.7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1 94.7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0 94.9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2 50.6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4 50.0

B-D Breakdown 20

E-D Setback 2

   Fig. 2-56. Amylogram of 3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Table 2-69. Amylogram data on 30 kGy-irradiated tapioca starch 

Point Name
Time

(HH:MM:SS)
Torque

(BU)
Temperature

(℃)

A Beginning of gelatinization 0:24:45 4 30.1

B Maximum viscosity 0:33:55 4 30.0

C Start of holding period 0:43:20 4 94.7

D Star of cooling period 1:13:20 4 95.0

E End of cooling period 1:43:20 0 50.5

F End of final holding period 2:13:20 0 50.0

B-D Breakdown 0

E-D Setbac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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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지 특성

   비조사 타피오카 분과 감마선 조사 처리한 타피오카 분호화액(3, 4, 5, 6%, 건량기 )을 

30℃에서 4~200 rpm의 단속도에 따른 단응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57 ~ 60, 

Table 2-71 ~ 76과 같다. 본 연구결과 각 분호화액은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응력이 

증가하 다.  등은 칡 분의 호화액이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력은 증가하나 성이 

감소하는 의가소성 유체(pseudoplastic fluid)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 다. 의가소성 유체는 shear thinning 유체로서 항복치를 나타내지 않으며 겉보기 도는 

기에는 단력의 함수가 되나 단력의 크기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뉴턴유체의 성질을 

나타내며 유동지수값 n=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

될수록  타피오카 분 호화액은 단속도가 증가되어도 단력이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3% 타피오카 전분액 점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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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7. Flow curves of tapioca starch 3%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min.

Table 2-70. Rheology data on tapioca starch 3%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min.

0kGy 3kGy 5kGy 7kGy 10kGy 15kGy 20kGy 30kGy

4 14.2 5.5 1.4 0.93 0.47 0.47 0.44 0.47

25 43.2 16.2 6.75 3.03 2.1 2.1 0.93 1.4

50 66.8 25.6 11.6 5.49 3.96 3.72 1.86 2.79

100 103 40 20 9.43 6.98 6.51 3.49 5.12

150 135 50.7 27.4 12.8 9.76 8.84 5.12 7.44

200 164 60.4 34.9 16.5 12.6 11.2 6.51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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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피오카 전분액 점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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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8. Flow curves of tapioca starch 4%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 min

Table 2-71. Rheology data on tapioca starch 4%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 min

0kGy 3kGy 5kGy 7kGy 10kGy 15kGy 20kGy 30kGy

4 16.7 8.4 2.1 1.4 0.93 0.47 0.24 0

25 50 18.2 7.91 5.58 3.72 2.33 1.63 0.93

50 77 43.4 14 9.3 6.75 4.42 3.03 2.1

100 123 70.2 24.4 16.1 11.9 8.37 5.82 4.18

150 155 127 33 22.6 16.3 11.6 8.37 6.05

200 187 151 40.1 26.1 20.7 14.9 11 7.75

5% 타피오카 전분액 점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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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9. Flow curves of tapioca starch 5%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 min

Table 2-72. Rheology data on tapioca starch 5%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 min

0kGy 3kGy 5kGy 7kGy 10kGy 15kGy 20kGy 30kGy

4 21.4 10.6 6.75 3.26 1.4 0.93 0.47 0.47

25 64.6 32.1 24.9 11.2 5.35 3.95 2.56 1.86

50 95.8 56.3 42.3 18.7 9.3 7.44 4.65 3.72

100 151 133 71.1 32.5 16.5 13.5 8.84 7.44

150 196 171 97.5 46 22.8 18.6 12.6 10.7

200 230 202 121 57.7 28.8 24 16.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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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피오카 전분액 점성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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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0. Flow curves of tapioca starch 6%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min.

Table 2-73. Rheology data on tapioca starch 6% solution irradiated at 0~30 kGy and 

measured at 30℃ after 95℃ for 40min.

0kGy 3kGy 5kGy 7kGy 10kGy 15kGy 20kGy 30kGy

4 284 27.4 13.3 8.14 2.1 1.4 0.47 0.93

25 427 110 49.8 28.8 8.84 6.28 2.33 2.33

50 - 172 117 50.2 15.3 11 4.65 4.18

100 - 245 187 82.1 26.5 19.8 8.37 7.91

150 - 296 245 149 36.7 27.9 12.6 11.2

200 - 331 287 172 46.3 35.6 16.1 14.4

  (4) 감마선 이용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개발

   (가) 푸코이단의 항산화성 평가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 용액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는 Table 2-74에 제시하 다. 측정결

과 비조사구의 경우 51.71%로 나타났고, 30 kGy에서는 74.36%로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0.5 

%의 농도에서도 비조사구에서 30 kGy 조사구가 40. 72 ~ 72.3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β-carotene-linoleic acid model system은 linoleic acid와 β-carotene이 반응하여 β-carotene 특

유의 주황색이 격히 퇴색하는 것을 시료가 어느 정도 억제하는지를 흡 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Wettasinghe and Shahidi, 1999).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β-carotene함량이 30분째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여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일정한 값을 보 으며 푸코이단 용액에 감마

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β-carotene 유지력을 나타냈다 (Fig. 2-61). Table 2-75는 이들

을 항산화 지수 (Antioxidant Index) 값으로 변환시켜 나타낸 것이다. 조사선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지수가 유의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환원력 실험은 

potassium ferricyanide reduction 법을 사용한 추출물의 환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reductone의 항산화 반응은 hydrogen 자를 제공함으로써 자유 라디칼 연쇄를 변환시키며, 

reductone은 한 과산화의 일정한 구물질과 반응하여 과산화의 형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항

산화능은 환원력과 연 이 있으며, 환원하는 성질은 환원제의 존재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환원력은 반응 혼합물의 흡 도 값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Oyai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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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 용액의 환원력 측정결과는 Fig. 2-63에 제시하 다. 시료의 농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특히 30 kGy의 선량에서 환원

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 다. 표 인 세 가지의 항산화성 평가를 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항산화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인 푸코

이단의 일부 결합이 끊어지면서 분자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푸코이단 용액의 물분자가 

매작용을 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산성화 되어 기능성이 증가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푸

코이단의 황산기를 증가시킨 시료가 항   항암효과를 증가하 다는 보고를 뒷받침하 다.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 용액의 항산화성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으로 푸코이단을 식품  

공 보건 산업에 용하기 한 지속 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Table 2-7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irradiated fucoidan 

Irradiation dose (kG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0.5% 

0 51.71e 40.72e

2.5 55.54d 45.55d

5 59.81
c

50.79
c

10 64.14b 58.44b

30 74.36a 72.39a

SEM 0.7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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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1. β-carotene bleaching assay of the irradiated fucoidan.

0

0 . 1

0 . 2

0 . 3

0 . 4

0 . 5

0 0 . 2 0 . 4 0 . 6 0 . 8 1

C o n c . ( % )

A
bs

0  k G y
2  k G y
5  k G y
1 0  k G y
3 0  k G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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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5. Antioxidant index (%) of the irradiated fucoidan

Irradiation dose (kGy)  Antioxidant Index (%)

Control 63.03c

0 73.80b

2.5 76.06ab

5 76.31
ab

10 76.88
ab

30 77.38a

SEM 1.10

   (나) 분자량 측정

   다당류인 푸코이단을 증류수로 용해(1%)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기 

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이용 다. 비조사구의 분자량은 217,877 MW 이었으

며 조사선량에 따라 분자량은 감소하여 30 kGy로 조사하 을 때 15,709 MW로 감소하 다 

(Table 2-76). 이 결과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푸코이단이 일정 부분 분해되어 분자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푸코이단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76. Average molecular weight of the gamma-irradiated fucoidan solution (1%)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with dose range of 2.5～30 kGy.

Irradiation dose (kGy) Molecular weight (MW)

0 217,877

2.5 126,982

5 68,099

10 37,776

30 15,709

   (다) 돌연변이원성 시험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 용액을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77와 같다. 우선 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한 푸코이단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250～1,000 ㎍/plate의 범 에

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과 비교하 을 때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사활성계(S-9 mixture)를 도입하 을 때 시험물질에 해 Salmonella typhimurium

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

락수가 유의 으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

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푸코이단 용액에 한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

으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돌연변이원성이 찰되어 이에 따른 보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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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7.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the 

fucoidan
a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250 37±8 36±1 492±8 480±3

500 20±1 29±11 319±7 435±1

1,000 20±5 30±7 261±18 340±45

2

250 36±7 42±8 420±50 290±20

500 34±16 41±8 349±41 318±20

1,000 23±7 30±5 291±24 256±37

5

250 37±3 43±5 452±31 426±11

500 38±11 43±2 404±71 461±52

1,000 35±5 26±3 353±31 363±41

10

250 31±1 44±8 490±6 342±6

500 33±10 42±1 477±21 453±53

1,000 29±8 26±3 432±33 342±6

30

250 33±3 52±1 539±44 470±20

500 38±3 53±12 572±42 430±31

1,000 25±1 45±2 388±6 429±18

Negative 

control
H2O 27±6 42±3 362±7 436±21

Positive 

control

4-NQO 0.5 1236±283

2-AA 2 993±123

SA 0.5 1721±57

2-AA 2 1011±56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5) RT/BT 융합기술 이용 고강도 생분해성 필름 제조기술 개발

   필름의 형성도  색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분-검 필름의 형성도 차이를 찰한 결과 Fig. 2-63과 같이 감마선 조

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필름의 경우 건조 후 쪼그라들며 갈라지는 반면 조사한 필름의 경우 얇

고 부드러운 필름을 형성하 다. 분- 검 필름의 색도는 검 첨가에 의하여 b*-값이 증가하고 

L*-값과 a*-값은 감소하 다(Table 2-78). 이는 검 첨가에 의하여 필름이 두꺼워짐으로써 필름의 

색이 노랗고 어두워진 것을 뜻한다. 감마선 조사를 한 경우 3과 6 kGy에서 노란색이 감소하고 

붉은 색이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로 감마선 조사가 필름의 형성능을 높이고 필름 색의 변화

를 차단하는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 다. 

   기계  강도와 인장도

   분-검 필름과 polyethylen (PE) 필름의 기계  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

으로 PE 필름의 기계  강도가 높았으며 검을 첨가하 을 때 높아졌다(Table 2-79). 검 1.5% 

처리구에서 3 kGy로 조사하 을 때 기계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높은 선량에 의해서

는 기계  강도가 감소하 다. 분이나 단백질등을 이용한 천연 고분자에 감마선을 용할 때

는 분해와 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비실험이 필요하다. 필름의 인장도는 필름의 유

연성을 말해 다. 분-검 필름과 polyethylen (PE) 필름의 인장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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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 으로 PE 필름의 인장도가 높았으며 검을 첨가하 을 때 비조사구에서 가장 낮은 

인장도를 나타내었다. 검을 첨가하지 않은 필름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인장도가 감소하

지만 검을 첨가한 경우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인장도가 증가하 다. 본 결과로 

분 필름에 검을 첨가하 을 때 인장도가 감소하는 약 을 감마선 조사가 보완하는 것을 확

인하 다. 

Fig. 2-63. Appearances of the starch based film (S, no locust bean gum (LBG) added 
SG1, 0.75% (w/v) LBG added SG2, 1.5% (w/v) LBG added) after a drying.

Table 2-78. Hunter color values of the gamma irradiated starch based films
a,b

Sample
Irradiation dose (kGy)

SEMc

0 3 6 12 24

L*

S 67.89abx 67.98abx 66.44b 67.93ab 68.69ax 0.56

SG1 67.48x 67.39xy 67.68 67.61 67.12y 0.46

SG2 65.62by 65.18by 66.07b 67.52a 67.89axy 0.44

SEMd 0.49 0.64 0.49 0.40 0.40

a*

S -0.33cx -0.23ax -0.24ax -0.28bx -0.28bx 0.019

SG1 -0.39dy -0.27aby -0.26ax -0.30bx -0.35cy 0.010

SG2 -0.39cdy -0.27ay -0.33by -0.35bcy -.0.43dz 0.014

SEMd 0.011 0.008 0.017 0.009 0.010

b*

S 0.78bz 0.62cz 0.75bz 0.75bz 0.94az 0.03

SG1 1.44by 1.03cy 1.10cy 1.36by 1.75ay 0.08

SG2 1.84bcx 1.76cx 1.86bcx 2.05bx 2.58ax 0.08

SEMd 0.06 0.07 0.07 0.05 0.09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 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 - z)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5). 

d
(n = 9).

Abbreviation: S, no locust bean gum (LBG) added SG1, 0.75% (w/v) LBG added SG2, 1.5% (w/v) 
LBG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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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9.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gamma irradiated starch based films
a,b

Sample
Irradiation dose (kGy)

SEMc

0 3 6 12 24

Tensile 

strength 

(MPa)

PE 39.42e

S 10.04z 10.80y 10.60 11.19y 9.41y 0.95

SG1 12.84
yx

11.94
y

11.83 11.68
y

11.74
yx

0.46

SG2 11.62cxy 14.82ax 14.05ab 14.25abx 13.59bx 0.36

SEMd 0.65 0.34 1.02 0.41 0.55

Elongation%

PE 68.60
e

S 53.72ax 42.83ab 39.15abc 34.39bc 26.00cz 4.65

SG1 14.24by 43.53a 40.08a 40.26a 37.05ay 5.42

SG2 18.23
cy

33.79
b

34.24
b

46.42
a

50.73
ax

2.00

SEMd 2.93 3.09 4.31 6.95 2.55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 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 - z)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5). d(n = 12).
e
The mean value of the 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from those of other treatment 

combinations.
Abbreviation: S, no locust bean gum (LBG) added SG1, 0.75% (w/v) LBG added SG2, 1.5% (w/v) 
LBG added PE, polyethylene.

   수분투과도

   분 필름은 친수성 특징으로 인하여 수분에 매우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와 LBG을 용하여 분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높이고자 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분 필름의 수분 투과도가 유의 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80). 하지만 0.75% LBG 첨가구의 경우 수분투과도가 증가한 반면 더 많은 양을 첨가한 경우 

수분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을 찰하 다. 따라서 분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낮추기 해서는 

1.5%의 LBG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80. Water vapor permeability (10-4 g m / m2 s Pa) of the gamma irradiated starch 
based films

a,b

Sample
Irradiation dose (kGy)

SEM
c

0 3 6 12 24

S 6.87a 6.48a 5.58abx 5.54b 4.70by 0.50

SG1 6.46
a

4.89
b

5.02
by

4.84
b

4.35
cy

0.15

SG2 6.98a 6.46b 5.73cx 5.19d 5.60cdx 0.16

SEMd 0.29 0.57 0.11 0.19 0.17

a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 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 y)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5). d(n = 9).
Abbreviation: S, no locust bean gum (LBG) added SG1, 0.75% (w/v) LBG added SG2, 1.5% (w/v) 
LBG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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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가)장류제품의 용해효소 활성 분포

   수집한 시료의 용해 효소활성 분포와 microflora의 상 계를 조사하 다. 통된장의 

용해 활성은 0.98～4.37 unit/g(평균 2.42 unit/g) 수 으로 공장산 된장의 0.18～3.05 

unit/g(평균 1.58 unit/g)보다 1 unit 이상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2-65). 미생물은 통된

장에서 Bacillus의 도가 높았고 산생성 세균, 곰팡이, 효모는 모두 공장산 된장이 통된장보

다 높았다. 된장의 Bacillus group 분포와 용해효소활성은 통된장(R
2
=0.6901)과 공장산 

된장(R2=0.6889) 모두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R2>0.6의 비교  높은 상 도를 나타내었

다(Fig. 2-64). 통된장의 Bacillus 도는 10
6
～10

8
 CFU/g(평균 5.2×10

7
 CFU/g) 수 으로 공장

산 된장의 10
6
～10

8
 CFU/g(평균 4.6×10

6
 CFU/g)보다 1 Log cycle 정도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

다. 된장의 곰팡이 분포와 용해효소활성은 통된장(R2=0.4161)과 공장산 된장(R2=0.3831) 

모두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Fig. 2-65). 통된장의 곰팡이 도는 10
4
～10

6
 CFU/g(평균 

5.66×10
5
 CFU/g) 수 으로 공장산 된장의 10

5
～10

7
 CFU/g(평균 6.28×10

6
 CFU/g)보다 1 Log 

cycle 정도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된장의 산생성 세균 분포와 용해효소활성은 통된장

(R
2
=0.0521)은 음의 상 계를, 공장산 된장(R

2
=0.0903)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R
2
<0.1로 유의 인 상 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Fig. 2-66). 통된장의 산생성 세균 도는 

104～106 CFU/g(평균 6.14×106 CFU/g) 수 으로 공장산 된장의 106～107 CFU/g(평균 7.23×107 

CFU/g)보다 1 Log cycle 정도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된장의 효모 분포와 용해효소활성

은 통된장(R
2
=0.1627)과 공장산 된장(R

2
=0.1141) 모두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상 도

는 낮았다(Fig. 2-68). 통된장의 효모 도는 104～106 CFU/g(평균 5.11×105 CFU/g) 수 으로 

공장산 된장의 10
6
～10

8
 CFU/g(평균 5.89×10

6
 CFU/g)보다 1 Log cycle 정도 낮은 분포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된장의 용해 활성은 Bacillus의 서식 도가 클수록 높고 곰팡

이나 산생성세균, 효모의 분포와는 상 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통된장의 용해활성이 

공장산 된장보다 높은 것은 두 가지 제품군의 서로 다른 제조공정에 따른 microflora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된장과 공장산 된장은 원료뿐만 아니라 발효공정에 여하는 

microflora에도 큰 차이가 있다(Kim, 1998). 우리나라의 통된장은 부분 메주를 제조한 후 

이를 염수에 담가 발효시킨 후 여액을 간장으로 분리하고 고형물질을 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에 비하여 부분의 공장산 된장은 일본의 miso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증자된 

두 는 탈지 두에 탄수화물 원료인 소맥분 Koji를 혼합하여 발효시킨다. 우리나라의 통

메주는 메주의 표면으로부터 자연상태의 미생물이 착생하여 내부로 번식해감으로써 발효가 진

행되며(Lee et al., 1997) 이 과정에서 메주의 표면에는 Aspergillus, Rhizopus, Penicillium 등의 

곰팡이가 서식하고 내부에는 Bacillus subtilis, B. megaterium, B. licheniformis 등의 Bacillus가 주

로 생장하게 되는데 이 때, Bacillus의 도는 10
7
～10

8
 CFU/g 수 에 이르게 된다. 산업화된 

된장에 사용되는 Koji의 제조는 주로 A. oryzae나 A. sojae 계통의 곰팡이를 starter로 하고 

Bacillus의 생장은 억제시킨다(Kim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통된장과 공장산 

된장의 Bacillus  곰팡이 도의 차이는 메주와 Koji의 microflora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된장과 공장산 된장의 효모와 산생성 세균의 도차이는 원료의 성분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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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콩만을 원료로 하고 비교  염도가 높은 (15～20%) 통된장보다는 

소맥분 등의 탄수화물 원료가 첨가되고 상 으로 염도가 낮은 (10～12%) 공장산 된장에서 

효모와 산생성 세균의 생장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8). 한편, 메주의 발

효에 여하는 Bacillus는 주로 가수분해효소를 생산하여 양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소

이 첨가되는 된장의 발효과정에서는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나(Kim et 

al., 1998) 실제로 장류에서 분리된 용해 효소 생산균주의 부분은 Bacillus속 미생물들이

다(Kim et al., 1996; Lee et al., 1998; Kim et al., 1997). 따라서 된장의 용해 효소 활성은 

된장 발효과정보다는 메주나 Koji 제조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어 된장의 원료인 메주와 

Koji, 그리고 사입 이후 된장 발효과정에서의 용해 활성 변화를 측정하 다.

   (나)메주와 Koji의 용해효소 활성 

   통된장의 주원료인 메주와 공장산 된장의 주원료인 소맥분 Koji의 용해 효소활성 분

포와 Bacillus  곰팡이의 도를 조사하 다. 메주의 용해 활성은 3.67～9.79 unit/g(평균 

6.54 unit/g) 수 으로 Koji의 0.86～3.47 unit/g(평균 1.46 unit/g)보다 5 unit 이상 높은 분포

를 나타내었다. Bacillus group 분포와 용해효소활성은 메주(R
2
=0.8394)와 Koji(R

2
=0.5317) 

모두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메주의 상 계가 유의 으로 높았다 (Fig. 2-69). 

메주의 Bacillus 도는 106～108 CFU/g(평균 6.5×107 CFU/g) 수 으로 Koji의 103～105 

CFU/g(평균 2.2×10
4
 CFU/g)보다 3 log cycle 정도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2-68). 곰팡이

의 서식 도와 용해효소활성은 메주(R
2
=0.0041)와 Koji(R

2
=0.0224) 모두 음의 상 계를 나

타내었으나 상 도는 매우 낮았다 (Fig. 2-69). 메주의 곰팡이 도는 105～107 CFU/g(평균 

8.6×10
5
 CFU/g) 수 으로 Koji의 10

6
～10

8
 CFU/g(평균 4.6×10

7
 CFU/g)보다 2 Log cycle 정도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2-69). 

   (다)된장 제조공정 의 용해효소 활성 변화

   메주를 이용한 통된장과 Koji를 이용한 된장의 발효과정  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 

생장을 조사하 다. 통된장의 용해 활성은 발효 기 3.2 unit/g이었으며 발효기간의 경

과에도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2-70). Bacillus group의 도는 10
7
 CFU/g을, 곰팡이의 

도는 10
5
 CFU/g을 유지하여 통된장의 발효  Bacillus와 곰팡이는 휴지 상태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산생성 세균과 효모는 발효 12주 후 106 CFU/g 수 까지 생장하 다. Koji 된장

의 용해 활성은 발효 기 0.79 unit/g이었으며 발효기간의 경과에 따라 0.93 unit/g 까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효소활성은 통된장의 25% 수 이었다 (Fig. 2-71). Koji 된장의 

Bacillus group 도는 발효 기 106 CFU/g에서 발효후기에 107 CFU/g 수 까지 다소 증가하

으며 곰팡이의 도는 발효 기 10
6
 CFU/g에서 발효후기에 10

5
 CFU/g 수 으로 차 낮아

지는 양상이었다. 산생성 세균과 효모는 발효 12주 후 10
6
 CFU/g 수 까지 생장하 다. 한편, 

Koji의 용해효소 활성이 메주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Fig. 2-69) 공장산 

된장 에도 통된장보다 높은 용해활성을 갖는 제품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생산업체별로 

통메주나 Bacillus로 제국한 두를 첨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data not shown). 



- 414 -

산업체에서는 부분 량생산  자동화가 용이한 일본식된장(miso) 제조공정을 용하고 있

지만 Koji와 증자 두 는 탈지 두만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능특성이 일본식된장(miso)에 

가깝게 되므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품에 따라 메주분말 등을 첨가하고 있으며 그 

첨가량도 각기 다르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된장의 용해활성은 된장 담  이 의 원료 구

성에 따라 결정되며, 메주나 Koji에서 유래된 용해 효소는 된장의 발효과정에서도 계속 활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용해효소 활성이 높은 된장을 제조하기 해서는 

된장 발효 이 의 공정, 즉 메주나 Koji의 제조공정에서 최 한 효소활성을 유도하여 된장 담

 시 첨가하는 공정의 설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서는 향후 우량균주의 분리, 

효소생산 최 화 공정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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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4.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Bacillus cells in 

Korean traditional (DJ-T) and commercial (DJ-P)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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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5.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fungal cells in 

Korean traditional (DJ-T) and commercial (DJ-P)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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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6.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acid producing 

bacterial cells in Korean traditional (DJ-T) and commercial (DJ-P)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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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7.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yeast cells in 

Korean traditional (DJ-T) and commercial (DJ-P)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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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8.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Bacillus cells in 

Meju and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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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9.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distribution of fungal cells in 

Meju and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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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0. Changes of fibrinolytic activity and microflora during a fermentation process of 

Korean traditional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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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발

1. 서론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1) 감마선 이용 육제품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육가공 제품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특유의 염지육색 발 , 향미  물성 부여, 

산패억제와 Clostridium botulinum 등의 유해 미생물에 한 해효과를 나타낸다(Cassens, 

1995). 최근 육제품에 잔존하는 아질산염이 자체 독성으로 소아암을 유발한다는 문제 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Maugh, 1994), 한 2차 으로 가공  장단계에서 발암성 N-nitrosamine의 

구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제한되어 왔다(Francis, 2000). 화학 으로 아질산염

은 N-nitrosamine 생성 반응에 직  작용하지 않고 산성조건에서 여러 반응을 거쳐서 활성화

된 dinitrogen trioxide  dinitrogen tetraoxide로 환될 때 2  amine과 반응하여 

N-nitrosamine을 형성하게 된다(Francis, 2000). 휘발성 N-nitrosamine은 종류와 함량에 따라 

, 식도, 간, 폐, 신장, 방   췌장 등의 신체기 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eel et al., 1994; Tricker et al., 1989; Lijinsky, 1999). N-nitrosamine의 체내 발암기작은 소포

체에서 cytochrome p-450 효소에 의해 사 활성화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alkyldiazohydroxide  diazoalkane 등으로 분해되어 DNA의 염기서열을 치환시키면서 시작

된다(Mirvish, 1995). 육가공 제품의 휘발성 N-nitrosamine에 한 문제는 소비가 많은 미국  

유럽에서 이미 1970년 에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Cassens, 1997), 국내에서도 육제품 소비시장

이 확 되면서 그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까지 N-nitrosamine 생성억제에 한 

연구는 ascorbic acid  tocopherol 등의 산화환원 화합물(redox compound)(Vermeer et al., 

1999; Mirvish et al., 1972; Eisenbrand et al., 1978) 는 polyphenol류 등(Yang et al., 1993; 

Bartsch et al., 1988)을 첨가하여 아질산염을 nitric oxide 형태로 환원시켜 N-nitrosamine의 형

성반응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N-nitrosamine 생성의 구체로 작용하

는 아질산염을 소거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식품의 가공단계나 장 에 

이미 생성된 N-nitrosamine을 감소 혹은 제거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 성  안 성이 과학 으로 입증되면서 세계 으

로 그 이용범 가 확 되고 있는데(Loaharanu, 1989), Wierbicki와 Brynjolfsson(1979)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살균처리된 염지 육가공 제품 의 N-nitrosamine 함량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화학  독성물질 제거에 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N-nitrosamine의 화학  photolysis 특성(Deng et al., 1998; huker and Tannenbaum, 1983)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련 연구가 매우 미약하므로 

앞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N-nitrosamine의 분해 메커니즘, 조사 분해산물의 동정  식품과 

산업계의 용 방안 등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Ahn et al., 2002)에 이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실제식품에서의 발암성 

N-nitrosamine의 괴  생성억제 여부를 찰하고자, 유화형 소시지를 환원제의 첨가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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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두 가지 형태로 제조하여 감마선 조사시킨 후 장기간 의 N-nitrosamine 감소 여부를 

조사하 다.

  (2) 감마선 이용 발효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가) 재래식 된장

   Biogenic amines은 농․수․축산식품과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에서 장, 숙성  발효과

정 에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서 신경계  계를 자극하여 식 독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휘발성 N-nitrosamines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

다.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biogenic amines으로는 histamine, putrescine, cadaverine, 

tyramine, tryptamine, β-phenylethylamine, spermine  spermidine 등이 있는데, 미생물에 의

한 유리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으로 형성된다(Shalaby, 1996). 최근 국외의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면, 발효식품들에 한 biogenic amines의 함량, 여 미생물 탐색  분석방법 최 화에 

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sauerkraut, 발효치즈  발효소시지 등을 포함한 발효

식품 에 상당한 양의 biogenic amines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la et al, 2000; 

Valsamaki et la., 2000; Fernandez-Garcia et al., 1999; Bover-Cid et al., 2000; Bover-Cid et al., 

1999). 하지만 biogenic amines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인데, 어육의 화학  선도 

지표로서의 biogenic amine 함량 측정(Kim et al., 1998), 효소 reactor를 이용한 측정 방법 개

발(Park et al., 1999)  기타 일부 식품군 의 함량조사(Mah et al., 2001) 등의 몇몇 연구만

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식품에 존재하는 biogenic amines의 종류  함량 등은 아직까지 구체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유의 발효식품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식생활

을 고려할 때 각 식품에 따른 biogenic amines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며, 젓갈류  장류 

등을 비롯한 기타 발효식품 에 상당량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된장은 두

를 주원료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  숙성에 의해 제조한 것으로 그 섭취량  소비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Kim et al., 2000; Lee et al., 1996), 식품안 성 측면에서 biogenic amines의 종류 

 함량 조사가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상업 으로 제조되어 시 에 유통되는 재

래식 된장 의 biogenic amines을 검출하여 그 종류와 함량을 조사하고, 한 biogenic 

amines 생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시  된장의 숙성정도  미생물의 분포를 조사하 다. 

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된장 숙성 의 biogenic amine 생성억제를 찰하여, 화학  안 성

을 증진시킨 된장을 개발하기 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 다.

   (나) 맥주

   농․수․축산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  발효식품에서 장, 숙성 는 발효과정 

에 생성되는 biogenic amine은 신경계  계를 자극하여 식 독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휘발성 N-nitrosamine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biogenic amine으로는 histamine, putrescine, cadaverine, tyramine, 

tryptamine, β-phenylethylamine, spermine  spermidine 등이 있으며, 미생물에 의한 유리아

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으로 형성된다(Shalaby, 1996). Biogenic amine은 그 종류  섭취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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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임상병리학  증세  식 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 아질산염  biogenic 

amine을 포함한 아민류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 을 때 urinary nitrosamine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식품의 안 성 측면에서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Doyle et al., 1993). 최근 국

외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발효식품들에 한 biogenic amine의 함량, 여 미생물 탐색  

분석방법 최 화에 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sauerkraut, 발효치즈  발효소시

지 등을 포함한 발효식품 에 상당한 양의 biogenic amine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la et al, 2000; Valsamaki et al., 2000; Fernandez-Garcia et al., 1999; Bover-Cid et al., 

2000; Bover-Cid et al., 1999). 그러나 biogenic amine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

며, 일부 식품군 의 함량조사 등의 몇몇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시  식품에 존재

하는 biogenic amine의 종류  함량 등이 아직 구체 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시  맥주 의 biogenic amine 종류  함량 등의 연구 한 미비한 실정으로 국외의 

일부 연구결과만이 보고되고 있다(Buiatti et al., 1995; Izquierdo-Pulido et al., 1995; Kala et 

al., 1997). 맥주의 biogenic amine 생성요인은 원료 혹은 가공기술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작이 밝 져 있지 않다(Izquierdo-Pulido et al., 1995). 맥주의 높

은 소비량과 국내 양조산업의 발 과 안 성 확보를 해 식품 해 요소에 한 지속 인 모

니터링은 식품 생  측면에서 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

업 으로 제조, 수입되어 재 시 에 유통되고 있는 맥주 의 biogenic amine을 검출하여 그 

종류와 함량을 조사하 다.

  (3)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 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Phytic acid는 곡류, 두류  채소 등에 존재하는 비 양소 혹은 체내 사 해성분으로서 

과  등에는 외부막과 과피에 존재하며, 옥수수의 배아, 두류의 경우에는 일정한 분포 치

를 갖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Febles et al., 2001). Phytic acid는 구조 으로 inositol ring의 여

섯 개 hydroxy기에 각각 하나의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한 화합물이며, myo-inositol- 

1,2,3,4,5,6-hexakisphosphate(IP6)로 정의된다. 따라서, 화학구조상 노출된 인산기의 음 하 성질 

때문에 phytic acid 함유 식품을 섭취시 체내에서 필수미네랄 등을 흡착하여 불용성인 

phytate-mineral 복합체를 형성, 필수미네랄의 이용성 하  단백질 흡수 하와 같은 비

양  사에 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Evans et al., 1983; Clydesdale and Camire, 1983). 하

지만 최근에는 지방산화 억제, 장암 억제 등 항산화  항암 작용에 한 보고와 담석증 치

료제로서의 이용성 등과 같은 생리 활성  측면이 보고되고 있어 phytic acid의 다양한 특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Rickard and Thompson, 1997).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장  

양  능 인 품질의 하 없이 병원성, 부패성 미생물을 없애는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 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HO, 1990).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식품 에 들어있는 phytic acid를 포함한 비 양소군을 효과 으로 감소

시켰다는 연구가 보고된바 있다(Duodu et al., 1999). Phytic acid의 요한 역할  하나는 곡

류, 두류의 장 시 자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Peterson, 2001), 이러한 에서 볼 

때 방사선 조사 시 식품 내 phytic acid를 감화 하는 것도 요하지만, 동시에 phy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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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항산화 작용을 검토하는 것은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문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수용액 모델 시스템 내 phytic acid와 일반 으

로 사용되는 기존 항산화제와의 항라디칼, 항산화 활성을 비교ㆍ평가하 다.

  (4)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 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경제의 속한 성장  국민소득의 향상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식생활의 형태는 굶주림에서 벗어나 식품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심을 기울이게 되

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의 생산 증   해충 방제를 한 농약 사용량의 증 , 식품의 

장․운반시 발생하는 미생물에 의한 변질, 식품제조 과정의 비 생 인 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등 식품 생을 하는 요인이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 특히, 식량생산에 있어서 농

약은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잡 를 방제하고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보존을 해 불가피하

게 사용되고 있으나, 농약의 무 제한 사용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식품오염을 래하여 궁극

으로 국민보건을 하고 있다. 식품 의 잔류농약으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유기염소제와 

유기수은제로서, 이들은 1940년 부터 효과 인 농약으로 사용되어 세계 으로 볼 때 식량생산

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1960년 에 들어와 그들의 잔류성  만성독성이 알려짐에 따라 

안 성에 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고 잔류농약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잔류

농약에 의한 유해성 문제는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한 많은 소비자 단체에

서는 유해성을 직  검사해 오고 있다. 실례로, 1998년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시 에 유통되

고 있는 상추, 깻잎 등 5개 품목 62개 제품을 상으로 엔도설 , 클로르피리포스 등 28개 농

약성분에 한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미나리 1개, 쑥갓 2개)은 농약의 잔류허용기

을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은 식품 장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병

원성 미생물을 식품에서 제어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육제품 

내 발암물질인 N-nitrosamine  발효 식품 내 독성물질은 Biogenic amine의 제거기술이 개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내 잔류농약 감화를 알아보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5가지 농약성분에 한 감마선 조사효과를 알아보았다.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항

원의 항원결정기의 괴로 알 르기원성  항원성을 감소시켰다(Byun et al., 2002). 이러한 

보고들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면역원성(항원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며, 항체의 

특성이 변화된 구조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면역원의 특

성의 변화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본 시험을 통해 보고할 것이다. 본 시험에서, 모

델 항원으로 계란알부민인 OVA을 사용하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이 항원의 면역원성  

항원성의 변화를 살펴 면역 독성이 없는 새로운 면역원의 제조를 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이

용성을 높이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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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가) 알 르기원성 제품의 알 르기 감화 실증 연구

   계란은 향미를 강화시키거나, 겔화, 기포성, 유화성과 같은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제빵, 제과 

 국수 나 스타와 같은 면류, 육제품과 같은 가공제품에 들어가는 부원료로 리 사용된다

(Mine, 1995). 그러나 계란에 있는 난황보다는 난백이 아토피 아동에게서 식품 과민반응을 나

타내는 주요한 알 르겐이다(Laemmli, 1970). 난백은 40여 가지의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그  주요한 알 르겐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ovalbumin (OVA, 난백의 54% 정도) 

와 ovomucoid(OM,난백의 11% 정도)이 있다(Holen and Elsayed, 1990; Yunginger, 1997).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은 식품 장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식품에서 제어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Kyzlink, 1990). 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 알 르겐의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고 한 식품 단백질에 반응하는 IgE항체와 결합하는 항원결정기

의 변형 혹은 괴하여 알 르기원성 혹은 항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Byun 

et al., 2000; Katial et al., 2002; Kume and Matsuda, 1995; Lee et al., 2001). 이 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타방법의 병용처리 방법은 OVA과 OM에 한 계란 알 르기 환자의 IgE의 결

합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Kim et al., 2002; Lee et al., 2000). 한 감마선 조사된 OVA

과 OM의 알 르기원성은 피부단자시험에서도 감소되었다(Jeon et al., 2002). 가공식품에서 계

란 알 르겐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기 해 방사선 조사 기술에 한 실증연구를 하기 해 10 

kGy 와 20 kGy로 감마선 조사된 난백을 부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과  제빵의 품질 특성이 

측정되었다(Lee et al., 2001). 감마선 조사된 난백으로 만든 제빵의 이화학 , 능  품질은 비

조사된 난백으로 만든 제빵류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백이 다소 높게 함

유되어 있는(19.6%) white layer cake를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주요 알 르겐으로서 

OVA의 농도 변화를 계란 알 르기 환자의 IgE와 항OVA 토끼 IgG 항체를 이용하여 ELISA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나) 감마선 조사된 알 르겐의 소화 안정성 시험

   식품알 르기는 특정한 알 르겐에 반응하는 IgE가 매개된 면역반응이다. 식품알 르겐의 

부분은 내산성  소화효소에 안정하다. 이러한 알 르겐이 소화기 통해 들어가게 되어 알

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임상의들은 식품을 섭취한 후 식품 알 르겐에 한 과민반응이 소화기

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식품알 르기는 주로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의 장애를 일으킨다. 만약 알 르겐인 순환기계로 들어가게 되면 신 인 아나필락시스를 일

으킬 수 있다. Ovalbumin(Gal d 2, OVA)은 계란의 주요 알 르겐으로 소화효소에 안정하며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된 OVA이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알 르기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Jeon 등(2002)은 감

마선 조사된 OVA이 피부단자시험에서 음성 피부반응을 나타내었으며 IgE-결합능을 1/80까지 

감소된 것을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실제 으로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물질이 알 르기 환자가 

섭취하 을 경우 안정성에 해 측정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백질 효소가수분해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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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된 OVA의 rabbit IgG와 계란 알 르기 환자의 IgE의 결합능을 측정하기 해 실시

하 다.

  (3)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ray)별 특성 평가

   식품 산업  공 보건에서 최종 산물의 안 한 장  유통을 보장하기 한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국제 으로 차 증가하고 있다(WHO/HPP/FOS, 1992). 식품 조사

에 이용되는 방사선은 크게 Co-60과 Cs-137 등의 방사성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과 자

선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10 MeV이하의 자(베타)선으로 크게 나  수 있다. 감마선은 투과력

이 강하여 처리물품을 완  포장한 후 bulk나 pallet형태로 량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자선

은 투과도가 감마선보다 약하지만 고에 지와 고선량율에 의해 신속 처리와 처리공정이 용이

한 특징을 갖고 있다(Hayes et al., 1995). 재 세계 으로 산업  이용률은 감마선이 80%, 

자선이 20%이며, 연구보고도 자선보다 감마선을 이용한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Byun 

and Lee, 2003; Lee and Lee, 1999; Koh and Whang, 2002; Ahn et al., 2002; Lee et al., 2000; 

Lee et al 2001; Cho et al., 2001; Byun et al., 2002; Jeon et al., 2002), 피조사체에 한 두 선

종간의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감마선이나 자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은 피조사체의 

구성 성분에 한 작용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Hayashi, 1991; 

Kim et al., 1998), 단백질과 같은 항원성을 갖는 물질에 미치는 향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한

다(Vieira et al., 2002). 방사선 분해(radiolysis)에 의해 물에서 생성된 활성화된 유리기(radical)

는 단백질의 소편화, cross-linking, 응집화  산화작용과 같은 이화학 인 변화를 일으켜 단백

질의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Davies and Delsignore, 1987; Moon and Song, 2001; Katial 

et al., 2002). 최근 단백질의 구조변화에 해 면역분석학  기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

의 검지기술 개발(Kim et al., 2003), 식품 알 르기 감화 연구  새로운 면역원 제조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1; Byun et al., 2000; Kume and Matsuda, 1995; Byun 

et al., 2004).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방사선원으로 감마선을 이용하고 있어 자선 조사에 

한 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Katial 등(2002)은 자선을 이용하여 단백질 알 르겐의 구

조변화를 측정하여 알 르기원성이 유의 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고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

사선 주 수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알 르기 연구나 면역원 개발에서 사용할 선종별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valbumin(OVA)을 표 항원으로 사용하여 

감마선과 자선을 같은 흡수선량으로 조사하 을 때의 구조  변화를 찰하여 자선 조사

가 식품 알 르기의 감  새로운 면역원 개발에 미치는 향을 비교 평가하고 실용화하기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 다.

  (4)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 이용 식품 알 르기 방기술 개발

   알 르기 반응은 집먼지 진드기, 식품, 동물, 꽃가루 등의 알 르겐에 해 생성된 IgE항체

의 매개에 의해 일어난다. 알 르기 반응은 IL-4의 B 세포자극에 의한 알 르겐 특이 IgE의 생

산 증가, 알 르겐과 비만세포에 결합된 IgE의 교차 결합, IL-5에 의한 호산구의 활성, 염증반

응 매개물질의 방출, Th2 우세 면역반응과 같은 여러 기 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Bro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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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따라서 Th2 반응의 감소는 알 르기 면역 요법에 논리 인 근이 된다. 게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알 르기 치료에 한 면역학 인 시험이 이루어졌다. 물리  혹은 화학 으로 변

성된 알 르겐 혹은 알 르겐 추출물의 진 인 주입으로 Th2세포에 한 면역학 인 용과 

무반응, 그리고 Th2 반응 기 의 해 혹은 Th2 련 효과 분자들인 IL-4, IL-5, IL-13  IgE

에 한 해제의 사용으로 면역요법을 개발하고 있다(Romagnani, 2000). 한편, 이온화 방사선

은 생분자물질 특히 단백질의 이화학 인 변화에 향을 다 (Garrison, 1987).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은 어떠한 새로운 면역학 인 성분 없이 면역학  특성을 유지한다(Nascimento, 1996). 

생분자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한 방사선 조사 기술은 벌독의 독성제거(Nascimento, 

1996), 알 르겐의 변화에 의한 IgE 결합능의 감소(Byun et al., 2000; Lee et al., 2001)  알

르기원성 이크의 제조(Seo et al., 2004)에 용되었다. 그러나 알 르기의 방 혹은 치료

를 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에서 

방사선 조사된 알 르겐에 한 특이 체액성 그리고 세포성 면역을 유도하기 해 OVA의 면

역학 인 특성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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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방법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1) 감마선 이용 육제품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가) 유화형 소시지의 제조  추출

   유화형 소시지는 N-nitrosamine 형성 해제로 사용되는 환원제인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

여 제조한 소시지와 N-nitrosamine 생성을 극 화하기 해서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로 각각 나 어 제조하 다. 돈육(60%)을 사일런트커터(Silent cutter, C-75, 

Fatosa, Barcelona, Spain)에 넣고 낮은 속도로 혼합하면서 정제염(1.5%)과 인산염(trisodium 

phosphate, 0.3%)을 첨가하고 1분간 혼합세 한 다음 비된 얼음(20%)의 1/2을 첨가하고 고

속으로 세 을 실시하 다. 사일런트커터의 온도가 1～2℃에 도달했을 때 분쇄한 돼지 등지방

(pork backfat, 20%)을 첨가하여 계속 세 하면서 설탕(0.6%), monosodium glutamate(MSG, 

0.03%), 복합향신료(spicemix, 0.5%), 아질산염(sodium nitrite, 150 ppm)  sodium 

asocorbate(0, 200 ppm)를 첨가하고 사일런트커터 내부의 온도가 13℃에 도달했을 때 유화를 

종결시켰으며, 총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이고 작업장의 온도는 12℃ 다. 이때 아질산염과 

sodium ascorbate의 첨가량은 돈육, 등지방에 한 비율로서 각각 첨가하 다. 고기유화물을 

콜라겐 이싱(collagen casing, 2.5 cm diameter, Woosung Co., Seoul, Korea)에 충진한 후 4

5℃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55℃에서 40분간 훈연한 후 심온도가 70℃가 되도록 훈연실

(Fracomat 1200, Franke Gm bH & Co., Germany)에서 가열처리(약 1시간)하 다. 가열처리가 

끝난 소시지는 찬물로 분무하여 냉각시키면서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켜 최종제품으로 사용하

다. 가열처리가 끝난 제품은 찬물로 분무하여 냉각시키면서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킨 후, 포장

기(Leepack, Hanguk Electronic, Kyunggi, Korea)를 이용하여 nylon bag(2 mL O2/m
2
/24hr at 

0℃; 20 cm×30 cm; Sunkyung Co. Ltd., Korea)에 진공포장  함기 포장하여 방사선 조사 

까지 4℃에 보 하 다. 소시지의 N-nitrosamine 추출은 Raoul 등(1997)의 방법을 변형한 신속

액상추출법으로 Extrelut
Ⓡ

 NT3 column(pre-packed glass column, Merck, Darmstdt, Germany)

을 ExtrelutⓇ 충진물(Merck)로 채우고, 소시지의 액상추출물을 column에 통과시킨 후 

dichloromethane을 연속으로 흘려보내 분획물을 취하여 감압증류 후 정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추출과정에서 N-nitrosodipropylamine(1ppm)을 내부표 물질로 첨가하 으며, 평균 91.2 

± 7.05%의 수율을 보 다.

   (나) 감마선조사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

온(14 ± 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유화형 소시지는 각각 0, 5, 10  20 kGy의 총 흡

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jeomstettern, Germany)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2 kGy 다. 방사선 조사 후 

소시지를 4℃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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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화형 소시지내의 N-Nitrosamine의 함량분석

   방사선 조사 후 장기간에 따른 소시지의 N-nitrosamine의 정량은 gas chromatograph(GC, 

Model 5890II, Hewlett-Packard Co., Wilmington, DE, USA)  화학발  검출기인 thermal 

energy analyzer(TEA, Thermo Electron Model 502B, Waltham, MA, USA)를 이용하 다. 

GC의 분석조건은 오 온도를 50℃에서 5분간 유지한 후 5℃/min의 속도로 200℃까지 승온

시켰고, 운반기체로는 helium을 사용하여 3.5 mL/min의 압력으로 조 하 다. 주입구의 온

도는 200℃로 고정한 후 2.0 μL씩 주입하여 비극성 SPB-5 용융 실리카 모세  컬럼(non-polar 

SPB-5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 m×0.53 mm I.D., Supelco Co., Bellefonte, PA, USA)

으로 분리하 다. 이때 TEA의 조건은 열분해 (ceramic tube, 465 mm×6.25 mm×1.5 mm) 온

도를 475℃로 고정하고, GC-TEA의 interface 온도는 275℃, cold trap은 액체질소와 에탄올을 

슬러지 상태로 혼합하여 -125～-95℃로 유지시켰다. 모든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라) N-Nitrosamine 분석

   방사선 조사 후 NDMA  NPYR의 정량은 gas chromatograph(GC, Model 5890II, 

Hewlett-Packard Co., Wilmington, DE, USA)  화학발  검출기인 thermal energy 

analyzer (TEA, Thermo Electron Model 502B, Waltham, MA, USA)를 이용하 다. GC의 분

석조건은 오 온도를 50℃에서 5분간 유지한 후 5℃/min의 속도로 200℃까지 승온시켰고, 운

반기체로는 helium을 사용하여 3.5 mL/min의 압력으로 조 하 다. 주입구의 온도는 200℃

로 고정한 후 2.0 μL 씩 주입하여 비극성 SPB-5 용융 실리카 모세  컬럼(non-polar SPB-5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m×0.53mm I.D., Supelco Co., Bellefonte, PA, USA)으로 분

리하 다. 모든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마) 통계 분석

   장기간에 따른 소시지의 N-nitrosamine 함량    Nitrosation 반응 후 N-nitrosamine 함

량의 측정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sion 5 edition)(SAS Institute, Inc., 1985)을 이용

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에서의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 다.

  (2) 감마선 이용 발효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가) 시  된장

   재래식 된장은 형 소매 에서 유통되고 있는 5개사 제품을 3개의 매장에서 각각 구입하

여 살균한 유리병에 무균 으로 혼합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시  된장의 포장 용기에 표시

된 성분  첨가물 함량은 Table 3-1과 같으며, 각 5개사 제품은 회사명과 계없이 A～E의 

순으로 나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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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Labeled composition of 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analyzed in this study

Sample Labeled composition

 A1) Soybean 28.38%, wheat flour 14.56%, salt, wheat, defated soybean, sorbic acid 

0.1%

B Soybean 48.97%, salt, wine spirit, starter, water

C Soybean 44%, wheat flour 6%, salt, wine spirit

D Soybean 30%, wheat flour 13%, salt, wheat 7%, wine spirit

E Soybean 28.39%, salt, wheat flour 15.14%, wheat, meju, sorbic acid 0.1%

1)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was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나) 된장의 제조 

  재래식 된장은 증자 두, 제국 두(메주)(Lee et al., 1996), 소맥분 코오지, 정제염,  정제수

를 사용하여 제조하 으며, 혼합비  수분함량은 Table 3-2와 같다. 제조된 된장(20 kg)은 직

경 12 cm, 부피 2 L의 원형 유리용기에 균일하게 나 어 담아 조구  감마선 조사구로 사

용하 다. 

Table 3-2. Ingredients and specifications of raw mixture for manufacturing Doenjang samples

Ingredients Ingredient ratio (%) Moisture contents (%)

Cooked soybean  30    58.2

Fermented soybean(Meju)
1)

 15    18.6

Fermented flour  18    25.3

Salt(NaCl 95%)  12   0

Water  25 100

Total 100    49.8

1)Fermented soybean(Meju):  The soybean was fermented at 30℃ for 45 hours with Asp. oryzae 

(0.05%) as a starter and the sample was dried at 40℃, then ground.

   (다) 맥주재료의 비

   맥주는 형 소매 에서 유통되고 있는 14개사 제품을 3개의 매장에서 각각 구입하여 유리

병에 혼합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시  맥주의 포장 용기에 표시된 제조형태  알콜 함량은 

Table 3-3과 같으며, 각 14개사 제품은 국내산  수입산에 따라 분류하 으며, 회사명과 계

없이 A～N의 순으로 나열하 다. 각 시료는 filtration apparatus  membrane filter(0.45 μm 

pore size)를 이용하여 진공하에서 여과  탈기(degas)를 하 으며, 다시 음  세척기

(8210R-DTH, ultrasonic cleaner, Bransonic ultrasonics Co., Danbury, CT, USA)에서 1시간동안 

탈기하여 완 히 가스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 433 -

Table 3-3. Domestic and imported beers used in this study

Sample Type of beer Alcohol content (%)2) 

Domestic beer

 A
1)

Lager 4.5

B Lager 4.5

C Lager 4.2

D Lager 4.2

E Lager 4.5

F Lager 4.1

G Lager 5.0

H Dark 5.0

Imported beer

I Lager 4.6

J Lager 5.0

K Lager 5.0

L Lager 5.0

M Lager 5.0

N Dark 5.0
1)Sample: A-N, the beers were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Alcohol content labelled in beers.

   (라)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치한 선원 10만 Ci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

용하여 실온(12±0.5℃)에서 시간당 5 kGy의 선량율로 각각 5, 10  1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균일한 감마선 조사를 해 시료가 담긴 용기를 모터회 (irradiation 

rotation plate, Eastern Engineering Co., Daejeon, Korea) 에 치시킨 후 2 rpm의 속도로 회

하며 조사되도록 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alanine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 다. 감마

선 조사 후 된장은 25℃에서 12주간 발효시키면서 분석에 사용하 다.

   (마) 미생물 검사

   시  재래식 된장 의 미생물 분포는 Byun 등(1996) 의 방법을 이용하여 멸균 펩톤수를 

10배수로 연속 희석한 다음 선택배지에 pour plating 방법으로 종하고 배양한 후 생성된 미

생물의 집락을 계수하여 시료 1 g당 미생물 수(colony forming unit, CFU)를 계산하 다. 이 

때, 각 미생물군은 dextrose tryptone agar(DIFCO Lab., Detroit, MI, USA)에서 37℃로 2일간 

배양한 것을 Bacillus spp.로 분류하 으며, 30℃에서 3일간 MRS agar(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배양한 것을 lactic acid bacteria로 구분하여 각각 계수하 다.

   (바) 아미노태질소 함량  pH

   시  재래식 된장의 아미노태질소(amino nitrogen, AN)의 함량 분석은 각 시료 10 g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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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로 10배 희석한 후 균질기(DIAX 900, Heidolph, Schwabach, Germany)를 이용하여 약 3분

간 균질화 추출 후 원심분리  여과하여 사용하 으며, Sörensen법에 따라 시료 희석액에 0.1 

N NaOH를 가하여 pH를 8.4로 조정한 후 성 포르말린 용액 30 mL를 가하고 다시 0.1 N 

NaOH 용액으로 pH 8.4가 될 때까지 정하여 측정하 다. 시  된장의 pH는 각 시료 추출액

을 pH meter(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측정

은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시행하 다.

  

   (사) Biogenic amines의 분석

   시 되는 된장  숙성동안 된장, 그리고 시 되는 맥주 의 biogenic amines(BAs)의 함량

은 García-García 등(2000)  Hwang 등(1997)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 다. Biogenic 

amine의 표 시약으로 putrescine, cadaverine, tryptamine, β-phenylethylamine, spermidine, 

spermine, histamine, tyramine  agmatin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각각 

1000 mg%의 농도로 조제하여 stock solution으로 냉동보 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각 시료 

20 g을 5% trichloroacetic acid(TCA)를 가하여 100 g으로 정용하고 약 3분간 균질기(DIAX 

900, Heidolph, Schwabach, Germany)로 추출한 후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표 시약  

TCA 추출시료 2 mL에 2 M NaOH 1 mL와 benzoyl chloride 10 μL를 가하여 30℃에서 40분

간 반응(benzoylation)을 시킨 후, 포화 NaCl 2 mL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diethyl ether 3 mL

를 가하여 vortex mixer(G-560,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를 이용, 3분간 

추출한 후 25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 다. 상등액 1.5 mL를 분취한 후 질소 가

스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를 모두 건조시키고, methyl alcohol 1 mL에 용해하여 HPLC 

system으로 분석하 다. BAs 함량 측정에 사용한 HPLC system은 Separations module(2690, 

Waters Co., Milford, MA, USA), Photodiode array detector(996, Waters),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SymmetryⓇ 

C18 - 3.9×150 mm, particle size ; 5 μm column(Waters)을 사용하 으며, 이때 HPLC의 분석

조건은 이동상 methyl alcohol : Water(gradient composition ; 50, 70, 85, 100%)를 0.9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 고, injection volume은 20 uL, column 온도는 25℃로 고정하여 

검출 장 225 nm에서 분석하 다. 모든 측정은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시행하 다.

   (아) 통계분석

   BAs 함량 측정 결과는 SAS program(1988)를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에서의 유의차 검정을 하 다.

  (3)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 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가) Phytic acid의 비  감마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된 phytic acid sodium salt, L-ascorbic acid, DL-α-tocopherol과 

BHA(butylated hydroxyl anisole)의 순수물질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Phytic acid와 ascorbic acid는 증류수에 녹이고, tocopherol과 BHA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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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에 녹여 각각 최종농도가 100, 200  400 ug/mL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각 0, 5, 10, 

15  2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방사선 조사를 하 다. 

   (나) Phytic acid 정량

   방사선 조사 후 phytic acid의 농도는 Latta와 Eskin, (1980)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시

료 3 mL을 15 mL conical tube에 넣고 modified wade reagent(0.03% FeCl3․6H2O, 0.3% 

sulfosalicylic acid 되도록 증류수에 녹임) 1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키고 상층액을 spectrophotometer(Uvikon XL, Bio-Tek Instruments, Milano, Italy)

를 이용하여 500 nm에서 측정하 다.

   (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시료 1 mL에 0.2 mM DPPH radical(Sigma Co., St, Louis, MO, USA)을 1 mL 첨가하여 혼합

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하고 spectrophotometer(Bio-Tek Instruments)를 이용하여 517 nm

에서 측정한 후 라디칼 소거율(%)로 표시하 다.

   (라) 유지모델에서의 항산화 효과

   각 시료를 2% 콩기름(oil-water emulsion)에 첨가하여 37℃에서 3주 동안 장하면서 유지

산패에 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 다. Oil emulsion은 콩기름 2 mL, 증류수 97 mL, 유화제

로 tween 20 1 mL와 각 시료 1 mL를 넣어 조제하 으며, 조구로는 시료 신 증류수 1 

mL를 넣어 control로 사용하 다. 제조한 시료는 37℃의 항온기에 3주 동안 장하면서, 각 

장기간 동안 지방산화의 정도를 Ahn et al. (1999)의 방법을 이용하여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가를 측정하 다.

  

   (마) 통계처리

   시료조제  분석은 모두 3반복으로 행해졌으며, data는 SAS software(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여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

용하여 평균값들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p<0.05).

  (4)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가) 시료의 비  감마선 조사

   농약에 사용되는 표 인 성분인 Chlorfenapyr, Endosulfan  Iprodion을 구입하여 실험

에 사용하 다. 구입한 시료를 Chloroform에 500 ppm으로 용해하 다. 감마선조사는 한국원자

력연구소(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ejeon, Korea)내 선원 1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각각 0, 10, 20  3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jeomstettern, Germany)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2 kGy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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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농약 성분 확인

   감마선 조사한 각각의 농약 성분 확인은 기체 크로마토그래 (Agilent GC 6890,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GC 분석 컬럼으로 HP-1 capilary (25.0m × 0.33㎛ × 0.25 

mm)를 사용하 고, 컬럼 온도는 150℃에서 2분간 유지하고 180℃까지 분당 10℃ 상승시킨 다

음 230℃까지 분당 2℃ 승온하 다. 그 다음 280℃까지 분당 20℃ 상승한 후 5분간 유지하

다. 검출기는 Flame Ionization Detector(FID)를 사용하 고, 주입구  검출기의 온도는 300℃

를 유지하 다. 운반기체는 질소가스(0.5 mL/min)를 사용하 고, 시료의 주입량은 2L 으며, 

split mode(split ratio = 17:1)로 분석하 다.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가) 면역원  항체의 비

   OVA는 Sigma 회사에서 구입하 고 이것은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 항원의 항원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한 모델 면역원으로 사용하었다. 항원 용액은 2 mg/mL의 농도로 비 하여 100 

kCi activity의 Co-60 감마선 조사 시설에서 3, 10 kGy의 흡수선량을 갖도록 조사를 하 다. 이

때의 조사실 온도는 10±0.5℃ 으며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조사하 다. 비조사된 OVA은 

조구로 사용하 다. 각각의 항원에 해 두 마리 토끼에 각각 5회(100 ug/1회 면역)를 면역

시킨 후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각 실험동물에서 얻은 청에서 IgG를 분리하 다.

 

   (나) 교차반응성 시험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pH 9.6)를 사용하여 비조사된 OVA  감마선 조사된 OVA을 1 ug/mL의 

농도로 100 uL씩 첨가하여 하룻밤 동안 고정시키고, PBST(PBS containing 0.05%(v/v) Tween 

20)로 3회 세척한 후 비특이  반응을 막기 해 1%의 bovine serum albumin(BSA) 용액 120 

u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다. PBST로 3회 세척 후 각 감마선 조사된 항원에 해 토끼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희석하여 첨가해 반응시킨 후 PBST로 세척하 다.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를 1:20,0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를 100 uL를 첨가하여 반응시

킨 후 0.04% ο-phenylenediamine(Sigma Chemical Co.) 기질 용액을 사용해 발색시킨 후 2 M 

H2SO4로 반응을 종결시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를 이용하여 49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OVA와 감마선 조사된 항원에 한 

항체와의 반응성을 비교하 다.

  (2)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가) 알 르기원성 제품의 알 르기 감화 실증 연구

   항원  항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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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지역시장에서 구입한 후 란에서 난백을 분리하여 감마선 조사후 시험에 사용하

고 소화안 성 시험을 해 OVA을 10 mg/mL로 비하여 시험에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한 

환자 청은 각 식품 알러지 병력이 있고 알러젠에 한 skin prick test에 양성인 20명의 환자

에게 과민반응을 유도한 후, 즉시 액을 채취하고 청을 분리하여 -80℃에 보 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OVA에 한 다클론 항체(P-IgG)는 토끼에 면역원으로 OVA를 감작시켜 생산하

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치한 선원 10만 Ci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

용하여 실온(12±0.5℃)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시료가 계획된 흡수선량을 받도록 감마

선을 조사하 으며 각 조사선량은 10과 20 kGy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다. 이때 조사실의 온

도는 10℃ 다. 조사 후 시험 용액을 4℃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Cake의 제조 

   Cake 제조를 한 원료 배합비는 Table 3-4과 같다. Pound cake를 제조하기 해 호바터 

믹서기(NVM2-14,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버터, 

쇼트닝 소 , 설탕, 유화제를 넣고 크림상태로 만든 후 계란을 조 씩 넣으면서 부드러운 크림

을 만들고 물은 조 씩 넣으면서 섞었다. 체친 베이킹 우더, 박력분, 탈지분유를 반죽온도 2

3℃, 반죽비  0.75 ± 0.05 되게 반죽을 마무리하여 팬(Φ 20 cm × 5.5 cm × 7 cm)에 팬닝하여 

200℃ 오 (FDO-7104A,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에서 30분간 굽기를 하

다. White layer cake의 제조는 호바터 믹서기를 이용하여 쇼트닝을 부드럽게 하여 소 , 설탕, 

유화제를 넣고 당한 크림상태로 만든 후, 흰자와 주석 을 조 씩 첨가하면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들었다. 체 물 분량  1/2을 크림상태의 혼합물에 조 씩 넣으면서 속, 속으

로 혼합하고, 베이킹 우더, 박력분, 탈지분유를 가볍게 섞어 나머지 물을 넣고 혼합하여 부드

러운 반죽을 만들었다. 반죽온도 23℃, 비  0.8 ± 0.05로 조정하 으며, 반죽은 원형 팬(Φ 24 

cm × 4 cm)에 550 g panning한 후 오 에서 190℃ 25분간 굽기를 하 다. Sponge cake는 호

바터 믹서기를 이용하여 두유를 제외한 설탕, 계란, 유화제, Baking powder, 소 을 부 믹

서볼에 넣고 반죽의 비 이 0.35정도 되게 거품을 형성시킨 후 두유를 첨가하여 반죽의 비

이 0.45정도 되게 하 다. 반죽은 원형 팬에 400 g panning한 후 오 에서 180℃ 20분간 굽기

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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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Formula of white layer cake

  Ingredient
 Content of ingredient (g)

White Layer cake

 Cake flour(14% mb) 600

 Sugar 720

 Shortening 360

 Salt 12

 Emulsifier 18

 Water 348

 Non fat dry milk 36

 Baking powder 18

 Egg white1) 516

 cream of tartar 3
1)Egg white for treatments was separated from whole egg and irradiated at 10 kGy of absorbed dose 

prior to addition and that for control was used without irradiation.

   시료 용액의 비

   시료의 추출은 Sajdok et al. (1990)과 같은 방법으로 비하 다. 시료 20 g을 추출 완충용

액(0.1 M PBS, pH 7.4, containing 6 M urea, 0.01 M ethylenediamine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 and 0.01 M dithiothreitol) 200mL을 넣어 5분 동안 균질화 하 다. 균질된 시

료 용액은 4시간동안 4℃에서 추출하 고 9,000 ×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0.45 um filtration kit((MILLEX®-HV, Millipore, Molsheim, France)를 

통과시킨 다음 cellulose tube(pore size < 5,000, Spectrum Medical Industries Inc., Houston, 

Tex.)를 이용하여 0.01 M PBS에 넣고 투석하 다. 투석 후, 추출 용액의 단백질 농도는 

bicicinchonic acid protein assay kit(Sigma)를 사용하 고  bovine serum albumin(Sigma) 표  

물질 용액은 562 nm에서 측정하 다. 추출용액의 단백질 농도가 측정된 후 500 ug/ml로 보정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농도를 보정한 용액들은 기 동과 ELISA 시험에 사용하 다. 

   기 동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5-15% gradient 

gel)는 Laemmli의 방법(Yunginger, 1997)에 따라 수행하여 추출된 시료 용액의 기 동  분

리 형태를 찰하 다. 표 분자량 marker는 Bio-Rad사의 prestained molecular weight 

marker(250, 150, 100, 75, 50, 37, 25, 15  10 kDa)를 사용하 다.

   ELISA

   알 르기 환자 IgE와 다클론 항체 IgG로 각각 최 화시켜 competitive indirect Enzyme 

linked immnosorbent assay (Ci-ELISA)법에 의해 추출된 용액 내 OVA의 농도를 측정하 다. 

즉, polystyrene flat-bottom microl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OVA을 

basic coating buffer(0.1 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10 ug/mL의 농도로 희석

한 후 100 μL를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BSA 용액 120 u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고, 시료용액 50μL와 PBS로 25배 희석한 환자 청을 well에 50 uL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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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반응시켰다. biotin이 결합된 2차 항체를 PBS 완충액을 사용하여 500배로 희석하여 

well에 100 uL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다시 avidin-HRP를 500배 희석한 용액을 넣어 반응시

켰다. 마지막 발색반응으로 0.04% ο-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 기질용액을 

사용하여 발색을 유도하고, 세척 없이 그 well에 2.0 M H2SO4 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 후 

492 nm로 고정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microplate well에 고정된 항원과 환자의 IgE와의 반응을 구하 다. 각 단

계별 반응 후 well을 0.05%(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고, coating

을 제외한 모든 반응은 37℃에서 120분간 반응시켰다. 표 곡선을 작성하기 해 차례로 희석

된 알 르겐 용액을 0.12-1,000 ug/mL의 농도로 비하 다. 다클론 항체 용액과 goat 

anti-rabbit IgG-HRP는 2,000배와 20,000배로 각각 희석되었고 OVA에 한 다클론 항체가 최

화된 ELISA에 용되었다. 시료 용액내의 OVA의 농도는 표 곡선에서 구한 함수로 계산되

어졌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시료에 해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에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나) 감마선 조사된 알 르겐의 소화 안정성 시험

   시료의 비

   소화안정성 시험을 해 사용된 OVA은 10 mg/mL의 농도로 비되어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10 kGy의 흡수선량을 받도록 감마선 조사하 다.

  

   효소  가수분해

   펩신과 트립신 효소를 이용한 OVA의 가수분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즉, 비된 

OVA(10 mg/mL)의 pH를 0.1M HCl을 이용하여 2.0까지 보정하고 펩신과 OVA의 비율이 

1:200(w/w)이 되도록 첨가하 다.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pH를 0.1 M NaOH를 이용하

여 다시 7-8사이로 보정하여 트립신과 OVA과의 비율이 1:500(w/w)가 되도록 첨가한 후 펩신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고 트립신 효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트립신 효소분해는 5, 10, 20, 

30, 60,  120분에 트립신 해제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후, 가수 분해된 OVA은 다음 

실험까지 4℃에서 보 하 다.

   ELISA를 이용한 항체 반응성 평가 

   감마선 조사된 각 항원에 한 항체의 반응성 평가는 competitive indirect Enzyme linked 

immnosorbent assay(Ci-ELISA)법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즉,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항원을 basic coating buffer(0.1 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1.0 u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100 uL를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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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gelatine 용액 130 u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고, 일정하게 희석한 감마선 조사된 항원 용액, 는 시료용액과 표 항원 용액과 히 희석

한 환자 청을 각각의 well에 50 μL 첨가하고 반응시켰다. Mouse anti-human IgE에 

horseradish peroxidase(HRP)(Southern Biotechnology Associates, Inc. Birmingham, AL, USA)

를 공액결합한 2차 항체를 PBS 완충액을 사용하여 0.1 μg/mL로 희석하여 well에 100 μL를 첨

가하여 반응시킨 후, 0.04% ο-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 기질용액을 사용

하여 발색을 유도하고, 세척 없이 그 well에 2.0 M H2SO4 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 후 492 

nm로 고정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microplate well에 고정된 항원과 환자의 IgE와의 반응을 구하 다. 각 단계별 

반응 후 well을 0.05%(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고, coating을 제

외한 모든 반응은 37℃에서 120분간 반응시켰다. 다클론 항체는 1:3,000, 계란 알 르기 환자의 

청은 1:20으로 희석하여 실험에 각각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시료에 해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에 로그램된 general linear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3)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ray)별 특성 평가

   (가) 시험 용액 비  자선, 감마선 조사

   시험용액은 OVA를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에 10 mg/mL의 농도로 

용해시켜 비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10±0.5℃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

률로 3, 5, 7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erick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0.1 kGy이었다. 자선의 조

사는 ELV4-eletron accelerator(Energy 1 MeV, beam power 40 kW)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와 

동일한 총 흡수선량을 갖도록 조사하 다. 이 때 에 지는 1 MeV, conveyor의 속도는 10 

m/min, beam current는 각각 1.9, 3.2, 4.5  6.4 mA 다. 감마선  자선 조사된 OVA 시

험용액은 4℃에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나)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HPLC

   Lee et al. (2000)의 방법을 변형하여 GPC-HPLC상에서 감마선  자선 조사된 OVA 분

자의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 다. HPLC system은 Waters Allience HPLC system(Mo. 2690. 

MA, USA)에 Protein KW-803 column(Shok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0.01 M 

PBS (pH 7.4)를 이동상으로 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40분 동안 이동시켰으며 260 nm  

280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 다. GPC용 표 물질(Thyroglobulin, MW 670,000; bovine 

IgG, MW 158,000; OVA, MW 44,000; myoglobulin, MW 17,000; vitamin B12, MW 1,35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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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Rad사로부터 구입하여 100 μg/ml의 농도로 사용하 다.

   (다)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5-15% gradient 

gel)는 Laemmli. (1970)에 따라 수행하여 방사선원별로 조사된 OVA의 기 동  분리 형태를 

찰하 다. 표 분자량 marker는 Bio-Rad사의 prestained molecular weight marker(250, 150, 

100, 75, 50, 37, 25, 15  10 kDa)를 사용하 다.

   (라) Competitive indirect ELISA

   Mouse IgG를 사용하여 감마선  자선 조사된 OVA의 반응성을 비교하기 해 

Competitive indirect ELISA(Ci-ELISA)법을 사용하 으며 native OVA와 조사된 OVA 간의 교

차반응시험은 Lee et al. (2000)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즉,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pH 9.6)를 사용하여 native OVA를 1 ug/mL의 농도로 100 uL씩 첨가하여 하룻밤 동안 

고정시키고, PBST(PBS containing 0.05%(v/v) Tween 20)로 3회 세척한 후 비특이  반응을 막

기 해 1%의 bovine serum albumin(BSA) 용액 120 u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다. PBST로 

3회 세척 후 조사된 OVA 수용액 50 uL와 0.01 M PBS로 1:2,500으로 희석된 mouse IgG 용액 

50 uL를 첨가해 반응시킨 후 PBST로 세척하 다.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rabbit 

anti-mouse IgG를 1:20,0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를 100 uL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0.04% ο

-phenylenediamine(Sigma Chemical Co.) 기질 용액을 사용해 발색시킨 후 2 M H2SO4로 반응

을 종결시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를 이용하여 

49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OVA와 항체와의 반응성을 비교하 다.

  (4)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 이용 식품 알 르기 방기술 개발

   (가) 알 르겐의 감마선 조사

   Ovalbumin(OVA; Type V, Sigma Chemical)을 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2)에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녹인 후,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10, 40  10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erick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선량의 오차는 ± 0.1 kGy이었다. 감마선 조사된 OVA 용액은 4℃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기 동

   감마선 조사된 OVA의 기 동은 precast 4-20% Nu-PAGE Bis-Tris gels(Novex®, 

Invitrogen, San Diego, Calif., USA)을 사용하여 제조회사의 로토콜에 따라 Nu-Page MES 

SDS running buffer (invitrogen) system상태에서 100 V로 실행하 다. SeeBlue® Plus2 

Pre-stained Standard는 invitrogen사에서 구입하 으며 단백질 밴드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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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이 단백질 표  물질은 188, 98, 62, 49, 38, 28, 17, 14, 6,  3 kDa 분자량으로 되

어있었다. 기 동이 끝난 후 Commassie Brilliant Blue R250으로 염색하여 기 동 gel을 

염색하 다.

   (다) 각 OVA알 르겐에 한 OVA 특이 항체의 반응성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pH 9.6)를 사용하여 10 ug/mL의 native  감마선 조사된 OVA를 하룻밤 

동안 고정시키고, 0.05% Tween 20을 섞어 만든 PBS인 PBST로 세척하 고 차후의 실험 단계

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2%우 청 알부민 용액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monoclonal anti-OVA IgG-clone 14(1:10,000)  anti-OVA rabbit IgG(1:1,000)를 well에 첨가하

여 2시간동안 반응시켰다. Anti-mouse IgG+A+M-HRP와 anti-rabbit IgG-HRP를 세척 후 첨가

하여 반응시켰다. 3,3’,5,5’-tetramethylbenzidine(TMB soluble, Calbiochem) 기질 용액을 사용해 

발색시킨 후 세척 단계 없이 0.5 M H2SO4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각 plate의 흡 도는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되었다.

   (라) 면역 로토콜

   오리엔트바이오사로부터 Charles River Technology사의 BALB/c 마우스(H-2d) 구입하 다. 

마우스는 polycarbonate cage에서 사육하 고 animal standard diet와 물을 ad libitum으로 주

며 사육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림부의 ‘animal care act'에 따라 시행하 다.

   감마선 조사된 OVA의 면역 효과를 측정하기 해 6주령 BALB/c 마우스에 20 ug의 intact 

OVA 혹은 감마선 조사된 OVA를 2.6 mg의 aluminum hydroxide 보강제와 혼합하여 흡착시

킨 후, 복강 내로(intraperitoneal) 0주와 1주에 주사하 다. 2주 후에 20 ug의 intact OVA를 보

강제 없이 복강 내 주사하고, 1주 후 각 그룹의 마우스의 액  비장조직을 취하여 체액성 

 세포성 면역을 평가하 다.

   (마) OVA 특이 항체 반응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pH 9.6)를 사용하여 intact OVA(IgE; 10 ug/mL, IgG; 1ug/mL)을 하룻밤 

동안 고정시키고, 세척 후 2% BSA로 blocking하 다. 세척 후 마우스의 청을 일정한 비율

(IgE; 1:20, IgGAM; 1:1,000, IgG1; 1:1,000, IgG2a; 1:100)로 희석하여 반응시키고 다시 세척하여 

각 항체에 합한 이차항체를 넣어 반응시켰다. 효소의 기질용액은 TMB(soluble, Calbiochem)

를 사용하여 발색시킨 후, 0.5 M H2SO4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각 그룹의 OVA- specific IgE 

 IgG의 반응 정도는 450 nm의 흡 도에서 측정하여 비교하 다.

   (바) 비장세포의 배양

   감마선 조사된 OVA 면역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기 해, 감마선 조사된 OVA/alum 혹은 

intact OVA/alum으로 면역된 마우스의 비장을 꺼내어 면역된 splenocyte에 intact OVA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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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작시켜 cell에서 분비된 cytokine을 측정하여 실시하 다. 각 그룹의 마우스의 비장을 tissue 

homogenizer로 갈아 single cell로 만든 후, 96 well plate에 RPMI-1640 배양액(Gibco)에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U/mL의 penicillin과 streptomycin을 넣어 resuspension시킨 

후, 각 well당 1×10
6
 cells을 넣고 100 ug/mL 농도의 intact OVA를 함께 넣어 restimulation시

켰다. 72시간 동안 배양한 후 supernatant만 취해 cytokine assay에 사용될 때까지 -70℃에서 

보 하 다.

   (사) T 세포 증식반응 시험

   비장세포 증식능은 MTT[3-(4,5-dimethylthiazolyl)-2,5- diphenyl - tetrazolium bromide, 

Sigma]에 의해 측정되었다. PBS를 이용하여 5 mg/mL의 농도가 되도록 녹인 MTT 용액은 72

시간 동안 배양된 비장세포에 30 uL/well을 넣고 5% CO2 incubator에서 2시간 반응을 시킨 

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을 제거하고 100 uL의 dimethysulfoxide(DMSO, Sigma)를 넣어 

cell을 용해시킨 후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PBS로 재감작시킨 비장세포를 100%로 

기 하여 intact OVA의 농도에 따른 T cell 증식률을 나타내었다.

   (아) 싸이토카인의 함량 측정

   Culture soup 내에 있는 cytokine IL-2, IL-4, IL-6  IFN-γ를 BD OptEIATM mouse IL-2, 

IL-4, IL-6, IL-10  IFN-γ set 제품(BD Biosciences)의 로토콜에 따라 측정하 으며 각 

cytokine의 측정 한계 농도는 각각 3.13, 7.8, 125, 31.3  31.3 pg/mL 다.

   (자) 유세포분석

   비장세포는 세포 유형과 표면 분자에 해 특이 으로 반응하는 항체(all antibodies; BD 

bioscience)를 이용하여 형 염색 하 다. 즉, 비조사된 혹은 조사된 OVA으로 면역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를 모은 후 세척하고 0.2% BSA와 0.1% NaN3가 포함된 차가운 PBS에 부유시킨 후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 라벨된 단클론 항체와 R-phycoerythrin(R-PE)라벨된 단클론 

항체를 포화된 농도로 차례로 반응시켰다. 염색된 세포들은 CellQusest software(Becton 

Dickinson)이 장착된 FACS Calibur flow cytometer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FITC-conjugated rat anti-mouse CD90.2(Thy 1.2) monoclonal antibody, R-PE-conjugated rat 

anti-mouse CD25(IL-2 receptor α chain, p55) monoclonal antibody, R-PE-conjugated rat 

anti-mouse CD44(Pgp-1, Ly-24) monoclonal antibody을 사용하 다. 

   (차)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 편차를 나타내었고 two-tailed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intact 

OVA/alum으로 면역한 실험구와 비교하여 p value가 0.05이하 인 것을 유의 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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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RT/BT 이용 식품 함유 화학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1) 감마선 이용 육제품 내 잔류아질산염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제거기술 개발

   (가) 유화형 소시지 내의 N-Nitrosamine의 함량

   소시지에서 검출된 휘발성 N-nitrosamine은 N-nitrosodimethylamine(NDMA)  

N-nitrosopyrrolidine(NPYR)의 두 종류로서, 장기간에 따른 함량변화는 각각 Table 3-5, 3-6와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아스코르 산 첨가  비첨가 소시지의 NDMA 함량은 큰 차이를 보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구의 경우 5 ppb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포장방법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N-nitrosamine 형성을 최 화하기 해서 아스

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NDMA 함량은 첨가구에 비해 20～50배까지 

증가하 다. N-nitrosamine 형성 해제로 사용되는 아스코르 산과 련하여 Kim 등(1998)은 

새우젓에 아질산염을 첨가하 을 경우 13,000 ppb의 NDMA가 검출되었지만, 아질산염과 아스

코르 산을 함께 첨가 시에는 129 ppb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아질산염과 아스코르 산

은 1:2의 몰비율로 첨가될 때 N-nitrosamine 형성을 90% 이상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Francis, 2000). 한편 감마선 조사구의 NDMA 함량은 비조사구와 비교할 때 유의 인 

감소를 보 는데, 포장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함기 포장  진공 포장구 

모두 5 kGy 이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시 비조사구에 비해 NDMA 함량을 약 70～100%까

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4주 후 소시지의 NDMA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구의 경우 함기 포장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 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p<0.05), 아스코르 산을 첨가한 소시지의 진공포장구의 NDMA 함량은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시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함량을 보 으며, 20 kGy의 선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장 4주째 NDMA 함

량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기 포장구는 10 kGy 이상의 선량에

서 진공 포장구는 20 kGy의 선량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제조 직후 소시지의 NPYR 함

량은 아스코르 산 첨가구가 0～2.9 ppb로 낮은 함량을 보 는데,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NPYR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NPYR은 약 10배까지 증

가하 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소시지의 NPYR은 함기 포장시 10 kGy 이상의 선량

에서, 진공 포장시 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20 kGy의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4주째의 NPYR 함량은 증가하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

구의 NPYR은 함기 포장  진공 포장구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으로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함기 포장구의 경우 10～20 kGy의 조사구는 NPYR이 검출되지 않았

으며, 진공 포장한 소시지의 NPYR 함량은 10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경우 진공 포장구에서 감마선 조

사선량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Cassens. (1997)의 보고에 의하면 재 미국 육가공 제

품의 N-nitrosamine 함량은 10 ppb 이하 혹은  검출되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N-nitrosamine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1970년  보다 1/5～1/10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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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코르 산의 최  허용량(550 ppm) 첨가  육제품의 가공공정 개선에 의한 상으로 단

되고 있다. 한편 Park et al. (1998)은 국내 시  돈육 소시지의 NDMA 함량을 조사한 결과, 

0.5～36.8 ppb 수 으로 그 함량이 비교  높아 육제품의 화학  독성물질에 한 안 성 측면

을 제시한 바 있다. Wierbicki와 Brynjolfsson. (1979)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살균 처리된 베이

컨 의 이미 생성된 N-nitrosamine 함량이 감소하 다고 보고한 이래로, Fiddler et al. (1981)

은 30 kGy의 감마선 조사시 베이컨의 NDMA  NPYR이 완 히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에 의한 N-nitrosamine의 괴 메카니즘은 보고된 바가 없

다. 휘발성 N-nitrosamine의 화학  안정성을 부여하는 용매 시스템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결

과, 5 kGy의 선량에서 NDMA  NPYR이 90～100% 괴되며 괴된 화합물의 나이트로조화

반응(nitrosation)에서 N-nitrosamine의 재축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육제품에 아스코르 산을 첨가할 때 N-nitrosamine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지만, 

감마선을 용할 경우 N-nitrosamine의 감소  제거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 뿐 아니라 화학  유해요소에 한 

안 성 한 보장해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5. N-nitrosodimethylamine(NDMA) level(ppb) in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prepared with ascorbate or none in different packaging and irradiation dose 

during storage at 4℃

Storage

periods

(week)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SEM1)

0

Ascorbate3)

  Aerobic 5.0 3.6 3.1 1.4 1.35

  Vacuum 4.6 3.6 2.6 1.9 1.03

SEM2) 1.45 0.80 1.25 1.21

None

  Aerobic 198.8a 46.0b 39.7b ND7)b 32.06

  Vacuum 167.6a 49.3b 56.3b 37.2b 17.27

SEM
2)

36.45 32.23 26.65 7.04

4

Ascorbate

  Aerobic 16.4 11.1 7.9 4.7 8.97

  Vacuum 11.6
a

11.2
a

5.2
b

ND
b

2.83

SEM2) 9.60 7.92 6.74 3.33

None

  Aerobic 541.8
a

443.8
ay

336.8
b

324.6
b

31.71

  Vacuum 559.4ab 612.2ax 480.6abc 315.1c 61.51

SEM2) 50.51 24.12 54.65 19.83

1)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n=8)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n=4)
3)The sausage was formulated with 150 ppm sodium ascorbate or none, as a reducing agent.
4)

Not detected.
a-c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x, y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 446 -

Table 3-6. N-nitrosopyrrolidine (NPYR) level(ppb) in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prepared with ascorbate or none in different packaging and irradiation dose 

during storage at 4℃  

Storage

periods

(week)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20 SEM
1)

0

Ascorbate3)

  Aerobic 2.9 ND4) ND ND 0.78

  Vacuum 1.6 ND ND ND 0.53

SEM2) 1.14 - - -

None

  Aerobic 28.8
ab

49.4
a

10.5
b

ND
b

12.67

  Vacuum 34.2a 10.7b NDb NDb 5.27

SEM2) 17.67 10.67 7.42 -

4

Ascorbate

  Aerobic 24.9a 3.3b NDb NDb 2.81

  Vacuum 12.7a 12.1a 3.1b NDb 2.22

SEM
2)

3.50 2.94 2.17 -

None

  Aerobic 283.1 182.1 258.5 246.4 55.46

  Vacuum 466.3
a

428.6
a

337.9
ab

228.7
b

45.76

SEM2) 53.94 82.78 32.01 18.20

1)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n=8)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n=4)
3)

The sausage was formulated with 150 ppm sodium ascorbate or none, as a reducing agent.
4)Not detected. 
a, b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감마선 이용 발효 식품내 biogenic amine 제거기술 개발    

   (가) 시  재래식 된장 의 biogenic amines의 함량

   미생물 분포  화학  품질

   시  재래식 된장에 존재하는 Bacillus spp.  lactic acid bacteria의 분포는 Table 3-7과 같

다. 된장 의 Bacillus spp.의 수 은 약 10
7
～10

9
 CFU/g으로 C사의 제품이 1.9×10

9
 CFU/g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E사 제품은 10
7
수 으로 낮은 분포를 보 다. 된장의 숙성 에 나타

나는 Bacillus 속은 B. subtilis  B. licheniformis으로 주로 풍미형성에 여하고, 약 108～109 

CFU/g 수 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  재래식 된장 의 Bacillus 

spp. 분포도 이와 비슷한 수 을 보 다. Lactic acid bacteria의 경우 체 으로 낮은 수 의 

분포를 보 는데, B사의 제품이 2.3×103 CFU/g으로 타사제품에 비해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C, D  E사 제품에서는 모두 10
2
 CFU/g 수 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반면에 A사 제품

에서는 lactic acid bacteria가 검출되지 않았다. Shalaby. (1996)의 보고에 의하면 BAs 생성에 

여하는 미생물은 주로 decarboxylase 생성능력이 있는 세균으로서 Enterobacteriaceae, 

Clostridium spp.  Lactobacillus spp. 등이며, 최근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BAs 생성 

여 미생물들이 탐색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발효 콩 제품에서 분리된 BAs 생성 젖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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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actobacillus plantarum으로 histamine, tyramine  tryptamine 형성과 연 이 있음을 제시

하 다. 시  재래식 된장의 pH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Table 3-8과 같다. 된장의 pH는 5.

0～5.7로서 5개사 모두 비슷한 범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류  젓갈류 숙성에 한 화

학  지표인 아미노태질소 함량(Kim et al., 2000)은 252.0～557.0 mg%의 범 로 각 시 사에 

따라 함량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숙성정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5개사  B사 

제품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가장 높아 비교  숙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찰되었는데, 나머지 

4개사는 된장의 정함량 수 인 약 500 mg% 내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 생성에 

있어서 식품 의 미생물 분포  숙성기간의 향은 요하나,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된장들

은 주정  솔빈산 등과 같은 첨가제의 사용, 숙성기간  제조공정상의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BAs 생성과의 상 성을 표 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7. Populations(CFU/g) of Bacillus spp. and lactic acid bacteria in 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Sample Bacillus spp.2) Lactic acid bacteria

 A1) 1.7×108  ND3)

B 1.4×108 2.3×103

C 1.8×10
9

8.0×10
2

D 1.5×108 2.0×102

E 1.0×107 8.0×102

1)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was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

Tiny colonies(< 0.1 mm) were not counted.
3)ND : Not detected(< 102 CFU/g).

Table 3-8. Amino nitrogen and pH of 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Sample Amino nitrogen (mg%) pH

 A
1)

 252.0±11.63
2)

5.56

B 557.0±19.37 5.50

C 313.6±10.26 5.75

D 285.6±12.57 5.05

E 355.6±21.32 5.61

1)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was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Mean±standard deviations.

   Biogenic amines 함량

   시  재래식 된장 의 biogenic amines(BAs) 함량은 Table 3-9와 같다. 시  A～E사의 모

든 제품에서 putrescine(PUT), cadaverine(CAD), tryptamine(TRP), spermidine(SPD), sp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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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histamine(HIS), tyramine(TYR)  agmatine(AGM) 등, 총 8 종류의 BAs가 검출되었으

며 각 제조회사에 따른 함량 차이를 보 다. PUT, CAD, TRP  SPD의 경우 B사 제품이 유

의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낸 것에 반해 D사의 제품은 모두 낮은 함량을 보 다. 특히 다른 

독성 amine류로의 변환 잠재성  압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PUT, CAD  TRP

의 경우 B사의 제품에서 3983.6, 70.3  888.8 mg%의 함량을 보여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에 

비해 약 5～60배 이상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 다. SPM의 함량은 B사의 제품을 제외한 4

개사 제품이 333.7～499.6 mg%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신경 달계, 근육, 장, 호흡계, 감

각신경  운동신경 자극 등의 여러 임상병리학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HIS

의 경우 체 으로 307.8～755.3 mg%의 함량을 보 는데, Chin과 Koehler(1983)  기타 연구

(Nout et al., 1993; Stratton et al., 1991; Yen, 1986)에 의하면 발효 콩제품에서 약 462 mg%내

외의 HIS 함유를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 검출된 함량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한 말

자극에 의한 압상승  박동증가, 신경계질환, 동공확 , 호흡증가  당증가 등과 같

은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TYR(Joosten, 1996) 의 경우는 C  D사의 제품이 25.7～

33.8 mg%로 비교  낮았으며, A, B  E사의 제품이 90.2～104.3 mg%로 높게 나타났다. 

AGM은 B사를 제외한 다른 제조회사 제품에서 3607.0～4769.8 mg%의 함량을 보여, 본 실험에

서 검출된 BAs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Veciana-Nogués et al. (1997)에 의하면, 

AGM은 육제품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며, 수산물에서의 경우 부패 기까지는 검출되다가 

차 검출되지 않는 수 으로 감소하고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 다. 따라서 된장 

의 유리아미노산 의 하나인 arginine으로 부터 환되는 AGM 생성 기작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  재래식 된장의 BAs함량과 미생물 분포

와의 계는 술한 바와 같이 제품이 이미 발효․숙성이 완료된 것으로 각 제조사에 따른 제

조공정의 차이로 인해 그 련성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Chin과 Koehler. (1983)는 시  콩

제품에 사용된 콩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료(raw material)  배합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

의 BAs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언 한 바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정한 배합비로 제조한 된

장의 발효․ 장동안 화학  품질  미생물 생육과 BAs 생성과의 계에 한 연구가 요구되

며, 더 나아가 BAs 생성을 억제시키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감마선 조사가 된장 숙성 의 Biogenic Amine 함량에 미치는 향

   Biogenic amines 함량

   발효기간에 따른 된장 의 BAs 함량은 Table 3-10와 같다. 된장에 존재하는 BAs는 총 9종

류로서, putrescine(PUT), cadaverine(CAD), tryptamine(TRP), β-phenylethylamine(PHE), 

spermidine(SPD), spermine(SPM), tyramine(TYR)  agmatine(AGM) 등이 장기간 동안 검

출되었는데, 이  AGM이 모든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UT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특히 발효기간 동안 15 kGy의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조구보다 40～6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PUT의 함량 감소는 발

효 2주째부터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유의 인 차이를 찰할 수 있었다. CAD의 

경우 발효 6주까지 조구  감마선 조사구에서 유의  함량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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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Biogenic amines of 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Biogenic amine(mg%)

PUT2) CAD TRP SPD SPM HIS TYR AGM

A1)
192±21.3cd3) 25.0±6.78bc 94.4±11.99c 55.8±10.90ab 410.2±81.85ab 522.2±32.91ab 90.2±21.33a 4769.8±231.66a

B 3983±176.25a 70.3±10.3a 888.8±76.53a 119.0±26.32a 155.8±32.73c 525.7±47.34ab 95.2±19.88a 1672.1±109.15b

C 200.8±26.29c 12.6±5.61c 172.8±19.86bc 60.5±20.58ab 398.2±11.52ab 307.8±16.98b 25.7±6.78b 3607.0±116.82ab

D 86.6±17.68d 18.4±7.81c 13.8±5.21d 42.5±9.66b 499.6±51.92a 451.2±61.32b 33.8±10.29b 4128.6±327.69a

E 709±101.90b 37.±10.09b 215.9±36.93b 109.2±17.89a 333.7±73.28b 755.3±56.91a 104.3±15.24a 4558.3±213.11a

1)
The commercial fermented soybean paste was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PUT : putrescine, CAD : cadaverine, TRP : tyramine, SPD : spermidine, SPM : spermine, HIS : 

histamine, TYR : tyramine, AGM : agmatine.
3)

Different alphabet in same column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Mean±S.D.).

 발효 8주 이후 10  15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조구보다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난데 

이어 12주째에는 5 kGy이상의 모든 감마선 조사구에서 조구보다 낮은 함량을 보 다. TRP

은 조구가 발효 2주째까지 약 두 배 가량 함량이 증가되었다가 발효기간에 따라 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12주의 발효기간 동안 조구보다 유의 으로 낮은 함

량을 보 다. PHE의 경우 15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효 0  2 주째에 유의 으로 낮은 

함량을 보 으나, 이후 발효기간 동안 유의 인 함량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SPD의 경우 발

효 2주 이후 10 kGy이상 감마선 조사구에서 조구  5 kGy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

량을 보 다. SPM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생성억제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HIS의 경우 발효

기간에 따라 모든 시험구에서 그 함량이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발효 12주째에는 감

마선 조사구가 조구에 비해 약 21～54%가량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R의 경우 

발효 6주까지 조구  감마선 조사구간의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8주째부터 감마선조

사구의 TYR함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효 후반기에는 10  1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조구  5 kGy 감마선 조사구보다 18～34%가량 낮게 나타났다. AGM은 본 연구

에서 제조한 된장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Shalaby. (1996), Stratton et al. (1991)  Yen et al. (1986)의 연구보고에 의하

면 발효 두식품에서 PUT, CAD, HIS  TYR 등의 다양한 종류와 높은 수 (400～3500 

mg%)의 BAs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재래식 된장 의 BAs는 앞서 언 한 

기존의 연구보고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BAs가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된장 발효시 다종의 BAs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

사에 의해 SPM  AGM을 제외한 BAs의 함량을 조구에 비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된장 제조시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발효․숙성 의 BAs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한, Park et al. (2002)은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할 때 미생물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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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품질특성이 안정한 염 된장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 뿐 아니라 화학  해 요소에 한 안 성 한 보장해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Table 3-10. Biogenic amine contents(mg%) in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at 25℃ 

week
Putrescine Cadaverine Tryptamine

0
1)

5 10 15 0 5 10 15 0 5 10 15

0 125.6±12.33a2) 132.9±14.21a 109.2±9.38b 129.3±14.21a 4.8±1.25 4.7±0.72 3.9±0.88 4.2±0.21 76.5±2.31a 77.0±1.76a 74.9±1.81a 69.2±1.01b

2 243.0±16.17b 183.9±10.92b 180.8±12.26b 145.1±15.33c 5.2±0.86 4.8±0.81 4.2±0.39 4.1±0.40 134.3±5.31a 85.9±3.21b 79.4±1.96c 78.6±1.37c

4 254.5±10.56a 190.1±12.33b 173.0±14.32bc 135.2±20.10c 4.9±0.95 4.2±1.27 4.0±0.47 4.0±0.26 102.7±3.26a 77.2±2.21b 76.1±1.39b 73.2±1.44b

6 262.0±21.98
a

180.0±17.29
b

145.4±17.65
c

123.6±12.31
c

5.1±0.42 4.9±0.93 4.2±0.52 3.9±0.32  5.2±3.21
a

76.1±1.08
b

64.2±1.26
bc

58.8±1.41
c

8 296.4±15.14
a

188.0±10.60
b

144.2±18.31
bc

120.0±10.69
c  

5.8±1.01a 4.8±0.66
a

3.9±0.26
b

3.9±0.11
b

62.1±2.00
a

61.8±2.12
a

51.5±1.28
b

52.3±2.13
b

12 207.0±16.37
a

132.8±15.9
b

130.6±11.25
b

105.2±10.23
c  

5.0±1.39
a 3.1±0.45

b
3.3±0.21

b
2.6±0.37

b
 1.3±1.36

a
44.7±0.98

b
31.6±1.13

c
36.1±0.77

c

1)Gamma irradiation dose (kGy).
2)

Mean±S.D.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with the same biogenic amine differ significantly 

(p<0.05).

   (다) 시  맥주 의 biogenic amines 함량 조사

   Biogenic amines 함량

   국내산 맥주 의 biogenic amines (BAs) 함량은 Table 3-11와 같다. 검출된 BAs는 총 6종

류로서 putrescine(PUT), cadaverine(CAD), tryptamine(TRP), β-phenylethylamine(PHE), 

spermine(SPM)  tyramine(TYR) 등으로 각 제조사에 따른 함량 차이를 보 다. 국내산 맥주

의 BAs  SPM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품 간 유의 인 함량 차이를 보인 

것은 PUT, TRP, SPM  TYR이었으며(p<0.05), 이  다른 독성 아민류로의 변환 잠재성  

압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PUT, CAD  TRP  G사의 제품에서 PUT의 함량이 

타제품에 비해 약 2～3배 유의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그이외의 제품 간에는 각 제조

사간의 유의 인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D은 각 제조사 별로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약 0.7～1.7 mg% 수 으로 나타났다. TRP의 경우 G  H사 제품이 유의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  C사의 제품이 유의 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교감신경자극, 압

상승  편두통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PHE의 경우 제조사 별로 약 3.5～4.4 mg% 수

을 나타내었으나, 유의 인 함량 차이는 없었다. 강력한 발암물질인 N-nitrosamine으로의 환 

가능성이 큰 SPM의 경우 A  E사 제품에서 유의 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E사 제

품이 타사 제품의 20～60% 수 으로 검출되어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말  자극에 

의한 압상승  박동증가, 신경계질환, 동공확 , 호흡  당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임상병

리학  증세를 동반할 수 있는 TYR의 경우는 F사 제품에서 유의 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

타내었으나, F사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함량이 Nout. (1994)가 제시한 제한 수 인 10～

80 mg%에 미치지 못하는 은 양으로 나타나 과량을 섭취하지 않는 다면 국내산 맥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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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에 의한 독성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 G사 제품의 경우는 TYR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입산 맥주의 경우도 국내산과 비슷한 수 의 BAs 종류  함량을 나

타내었다(Table 3-12). PUT, CAD  TRP의 경우 제조사별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HE 역시 국내산과 비슷한 수 으로 각 제품 간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SPM 한 검출된 

BAs가운데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나, 55～62%낮은 L사 제품을 제외한 타제품들은 비교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반면 TYR은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낮은 함량을 보 으며, 제품들 간

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uiatti et al. (1995)  Kala  et al. (1997)의 보고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BAs분포와 함량수 을 보고하 는데, SPM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1. Biogenic amines in domestic beers selling in Korea 

Sample1) Biogenic amines(mg%)

PUT2) CAD TRP PHE SPM TYR

A 8.3b3) 0.7 1.9b 3.8 168.0a 0.3bc

B 12.1
b

1.3 3.9
ab

4.2 65.7
d

0.3
bc

C 8.8b 0.7 2.1b 3.9 137.4b 0.4bc

D 7.3b 1.0 3.0ab 4.0 148.2b 0.5ab

E 12.5
b

0.8 3.1
ab

4.1 169.7
a

0.3
bc

F 7.7b 1.1 3.9ab 4.4 79.3c 0.6a

G 24.8a 1.7 5.4a 3.5 33.4e ND4)d

H 9.4
b

0.7 5.2
a

4.1 84.4
c

0.2
c

SEM5) 2.01  0.38 0.85  0.61 5.78 0.06

1)The beers were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Abbreviations: PUT; putrescine, CAD; cadaverine, TRP; tryptamine, PHE; β-phenylethylamine, SPM; 

spermine, TYR; tyramine.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the same biogenic amine differ significantly 

(p<0.05).
4)

ND: not detected.
5)SEM: standard errors of mean(n=24).

Table 3-12. Biogenic amines in imported beers selling in Korea 

Sample
1) 

Biogenic amines(mg%)

 PUT2) CAD TRP PHE SPM TYR

I  11.1
a3)

  0.6
bc

 3.4
a

4.5 166.2
a

0.3

J  7.7b   0.3cd  3.6a 3.3 179.5a 0.2

K 11.7
a

 1.7
a

  2.4
ab

3.8 159.4
a

0.2

L 11.5
a

 1.0
b

 4.1
a

4.3  98.8
b

0.3

M  5.8
b

 0.1
d

 1.6
b

3.0 158.2
a

0.2

N  7.2
b

  0.3
cd

 3.1
ab

3.4 172.3
a

0.3

 SEM4)  0.80   0.12 0.47  0.54   8.46  0.06

1)
The beers were remarked irrespective of their own brand.

2)Abbreviations: PUT; putrescine, CAD; cadaverine, TRP; tryptamine, PHE; β-phenylethylamine, SPM; 

spermine, TYR; tyramine.
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the same biogenic amine differ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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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4)SEM: standard errors of mean(n=18).

따라서 재 시  인 맥주 의 BAs의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임상병리학  

증세  질병 유발 가능성 배제를 한 BAs의 생성억제, 제거  허용함량의 기 규격 설정 

등과 련해 국내 시  맥주의 화학  안 성 확보를 한 지속 인 함량조사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3)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분해 특성  생리활성 증진효과

   (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ytic acid의 분해

   방사선 조사 후 수용액 모델시스템에서 phytic acid가 분해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Table 

3-13). 농도 100 ug/mL의 phytic acid의 수용액은 5 k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70% 이상 분해되었

으며, 10～20 kGy의 선량에서는 조사분해(radiolysis)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

도 200  400 ug/mL 수 에서는 20 k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각각 68% 는 11% 이상조사분

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용액 상태에서 phytic acid의 방사선 조사 분해는 용질의 농

도가 높을수록 분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hn et al. (2002)은 발암성 나이트로자민을 수용액 

상태로 방사선 조사시 농도 의존성을 보여 농도가 낮을수록 분해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다, 일반

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시 수분은 hydroxy radical, aqueous electrons, hydrogen atom 등을 형성

하게 된다. Hydroxy radical은 강력한 산화제이지만 aqueous electron과 hydrogen atom은 환원제인

데, 이러한 라디칼  이온들은 식품 내 다른 성분들의 조사 분해를 유도하며, 이러한 작용은 수분 

 용질의 함량에 따라 방사선 조사 분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Stewart, 2001).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와 같이 용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방사선 조사 분해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의 결과에서 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한 phytic acid의 분해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가능  한다. 본 

실험에서 phytic acid의 정량법으로 사용한 Wade reagent 분석방법은 ferric ion과 sulfosalicylic 

acid가 반응하여 핑크색을 형성하고, phytic acid 존재 시 ferric ion이 phytic acid의 phosphate 

ester와 결합하여 sulfosalicylic acid와의 반응을 해함으로써 핑크색의 강도가 약해지는 우 리로 

고안된 정량법이다(Peterson, 2001). 따라서 방사선 조사동안 이온화의 향으로 구조 으로 phytic 

acid에 붙어있던 인이 제거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방사선 조사 분해의 기작  

phytic acid 조사분해물의 구조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나)항라디칼활성

   방사선 조사 후 phytic acid의 분해정도를 확인한 후 phytic acid와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항산화제와의 항라디칼 활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14와 같다. 일반 으로 phytic acid는 

iron과 chelate하는 성질 때문에 iron-catalyzed 산화작용을 억제하여 곡류  식품의 장동안 자체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식이  phytic acid

가 체내 염증 성장 질환  장암의 발생을 일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지만(Rickard and 

Thompson, 1997), 항라디칼 활성에 한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방법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은 electron donor 분자에서 그에 응하는 라디칼

에 자를 달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Fogliano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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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Degradation of phytic acid(%) dissolved in a deionized distilled water after 

gamma irradiation

Conc.
1)

(ug/mL)

Irradiation dose (kGy)
SEM2)

0 5 10 15 20

100 0.00d 72.66cx 84.09bx 86.77ax 87.07ax 0.378

200 0.00
e

11.36
dy

36.67
cy

57.25
by

68.20
ay

1.432

400 0.00d 1.04cdz 1.79cz 3.32bz 11.50az 0.340

SEM3) - 0.615 1.739 0.601 0.291

1) The concentrations (100, 200, and 400 ug/mL) of phytic acid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2)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15).
3)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9).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본 실험의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해된 phytic acid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시 phytic acid의 구조가 electron donor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  치환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단되며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방

사선 조사에 의한 phytic acid 분해산물의 구조분석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같은 

농도의 phytic acid일 때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라디칼 소거능도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기존 항산화제와의 비교실험 결과에서 농도 400 ug/mL의 phytic acid를 20 kGy로 

방사선 조사했을 때 ascorbic acid와 유사한 수 의 라디칼 소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phytic acid의 분해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항라디칼 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4. Comparis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capacity (%) between irradiated 

phytic acid and other antioxidant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Conc.

(ug/mL)

Sample
1)

SEM2)

PA0 PA10 PA20 AA TOC BHA

100 -e 8.3dz 9.3dz 16.2cy 67.0ay 48.4bz 0.319

200 -
d

28.3
cy

34.1
cy

62.7
bx

78.8
ax

64.2
by

0.753

400 -d 58.3cx 63.9bx 70.2bx 79.0ax 76.7abx 1.215

SEM
3)

- 0.56 0.84 0.75 1.45 1.18
1)

PA0, PA10, PA20: Phytic acid irradiated at 0, 10, and 20 kGy, AA: Ascorbic acid, TOC: Tocopherol, 

BHA: Butylated hydroxyl anisole.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18).
3)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9).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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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산화 활성

   지방산패에 한 phytic acid  각 항산화제의 항산화 활성 효과는 Table 3-15과 같다. 식

용 유지모델에 phytic acid, ascorbic acid, tocopherol  BHA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고, 항산

화제를 첨가하지 않고 증류수를 넣은 것을 조구(control)로 하여 1주 간격으로 TBARS가를 

측정하 다. 장 1주째의 결과에서 phytic acid(200, 400 g/mL)는 기존 항산화제보다 효과

으로 지방산패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p<0.05). 하지만 장 3주차에서는 방사선 조사한 phytic acid의 항산화 효과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 한 농도에 의한 유의  차이는 phytic acid  BHA의 경우에만 찰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을 함유하는 유지모델의 산패과정에 있어서 phytic acid의 항산화 효과는 이

온 흡착효과  일부 라디칼 제거효과에 의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으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hydrogen-donating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물질의 항산화 활성 

효과는 특정 라디칼의 소거력, 환원성, 미네랄 결합력, 기타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각 항산화제의 구조 , 화학  특성에 따라 다

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warz et al., 2000). Graf and Eaton. (1990)은 

phytic acid가 활성산소와도 반응하여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고, 다른 항산화제와 비교했

을 때 극히 안정되고, 반응성이 은 항산화제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방사선 조사는 

phytic acid의 지방산화 억제와 같은 항산화 작용을 증가 혹은 유지시킬 수도 있으며, 구조

인 변화를 통하여 항라디칼 작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내

사 해물질인 phytic acid에 방사선 조사를 함으로써 phytic acid 수 은 감화하고, 동시에 

항산화 작용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한 기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4)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감화 효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Chlorfenapyr, Endosulfan  Iprodion의 감소율을 Fig. 3-1, 3-2, 3-3에 

제시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모든 성분이 함량이 감소하 다. 특히 Chlorfenapyr의 경우 

30 kGy로 조사하 을 때 함량이 75%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까지 감마선 조사

를 이용하여 식품 내 잔존하는 잔류농약을 감화하기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농약 성분 함량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 으

로 과일  채소류와 같은 식품 용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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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TBARS value of soybean-oil emulsion prepared with irradiated phytic acid 

and other antioxidant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for 3 

weeks at 37℃

Conc.

(㎍/mL)

Sample1)

SEM
2)

Control PA0 PA10 PA20 AA TOC BHA

0 week 0.01

100 0.02 0.02 0.01 0.02 0.02 0.01 0.005

200 0.01 0.03 0.02 0.01 0.02 0.02 0.003

400 0.01 0.02 0.01 0.02 0.04 0.03 0.009

SEM3) 0.012 0.008 0.010 0.007 0.005 0.002

1 week 0.79

100 0.26x 0.23x 0.21x 0.26 0.30 0.21 0.063

200 0.16by 0.14by 0.14by 0.28a 0.23a 0.26a 0.042

400 0.14by 0.15by 0.13by 0.21a 0.15b 0.16b 0.015

SEM 0.026 0.029 0.006 0.024 0.073 0.069

2 week 0.97

100 0.19x 0.21 0.20x 0.29 0.27 0.23y 0.057

200 0.14by 0.13b 0.11by 0.24a 0.25a 0.29ax 0.024

400 0.13y 0.12 0.12y 0.21 0.22 0.13z 0.033

SEM 0.014 0.041 0.017 0.063 0.038 0.020

3 week 1.27

100 0.25ab 0.23b 0.21bx 0.25ab 0.33a 0.27ab 0.028

200 0.25ab 0.22b 0.21bx 0.23ab 0.33a 0.30a 0.030

400 0.24b 0.19c 0.17cy 0.33a 0.32a 0.32a 0.032

SEM 0.013 0.18 0.008 0.039 0.030 0.074

1)
Control: Soybean oil prepared with distilled water, PA0-20: Phytic acid irradiated at 0, 10, and 20 

kGy, AA: Ascorbic acid, TOC: Tocopherol, BHA: Butylated hydroxyl anisole.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18).
3)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n=9).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x-z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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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Decreasing rate of chlorfenapyr(500ppm)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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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ecreasing rate of Endosulfan(500ppm)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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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ecreasing rate of Iprodion(500ppm) by gamma irradiation.

 나.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가 과민반응물질의 독성 감화에 미치는 향 평가

   세 가지의 IgG 항체와 각 항원의 교차반응을 통한 ELISA 해 시험으로 calibration curve

를 구하 다(Fig 3-4). 모든 IgG항체는 3.9-500 ug/mL의 범 에서 항원을 인식하 다. 항체의 

친화도는 감마선 조사된 OVA에서 만들어진 IgG 항체가 조구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높았

다. 특히, 3 kGy-IgG가 모든 항원과 더 잘 반응하 다. 각 calibration curve에서 측정된 시험의 

정확도는 약 95% 이상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ELISA법은 정확성과 재 성이 높아 면역반응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Lee et al., 2002). 교차 반응성은 calibration curve에서 원래의 항

원에 한 항체의 반응성에 한 다른 두 가지 항체의 반응 농도를 비교해 측정하 다(Table 

3-16). 0 kGy-IgG는 조구의 값에 비해 3 kGy-OVA에 해 812.2% 그리고 10 kGy-OVA에 

327.4%반응하 다. 조구에 한 3 kGy-IgG는 61.4%, 그리고 10 kGy-OVA에 해 129.6%의 

교차반응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0 kGy-IgG는 조구와 3 kGy-OVA에 해 각각 18.9%, 

57.6%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들은 조구와 감마선 조사된 OVA의 항원성과 면역원성이 유의

으로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항체의 면역반응이 다른 선량으로 조사된 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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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르게 나타는 것을 보여 다. 각 항체들의 결합능의 차이는 조사선량에 따른 면역원의 

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항원은 분자  특성, 독성  항원성  알

르기원성을 소실할 수 있다(Byun et al., 2002). 감마선 조사된 항원이 면역 세포와 만났을 때 

면역세포는 조사된 항원을 새로운 항원으로 인식하고 감마선 조사에 항원에 해 고친화성 항

체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항원의 변성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실활 

혹은 약독화 백신의 개발에 기  결과가 되며 방사선 조사 기술이 약독화  약화된 알 르기

원성을 가진 백신 제재인 면역원의 알 르기원성의 감소  면역원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는데 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3-4. Calibration curves of ELISA formatted with IgGs individually produced with 

against ovalbumins (OVAs) treated with 0, 3, and 10 kGy of the absorbed 

doses. The curves were individually made by ELISA inhibition. Standard solutions 

were prepared by the serial dilution of 0 (A), 3 (B), and 10 kGy (C) OVA 

from1.0 mg/ml in PBS buffer (pH 7.4). All Abs were applied to all Ags in the 

ELISA cross reactivity test.

Table 3-16. Percentage
a 

of cross reactivity of IgG to ovalbumin (OVA)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Immunogen

(kGy-OVA)

Antibody
SDb

0 kGy-IgG 3 kGy-IgG 10 kGy-IgG

0 100 61.4 18.9 0.01

3 812.2 100 57.6 0.01

10 327.4 129.6 100 0.01
a
Cross reactivity was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of concentrations of two other Ags detected by 

an Ab with that of Ab to the original Ag.
bSD: standard deviation (n=5, p<0.05).

  (2) RT/BT 이용 식품과민반응 억제를 한 기반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가) 알 르기원성 제품의 알 르기 감화 실증 연구

   이온화 에 지를 이용한 실증 연구의 하나로 계란으로부터 난백과 난황을 분리한 후, 난백

에 10과 20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각 조사된 난백을 재료로 난백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19.6%) white layer cake으로 제빵을 하 다(Mine, 1995). 이크 내의 수용성 단백질을 추출

하여 이크 내 단백질 형상을 찰하고 계란 알 르기 환자 청과의 반응성을 측정하 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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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에 추출된 시료 단백질의 기 동 패턴을 나타내었다. 10 kGy와 20 kGy로 조사한 난

백으로 만든 이크에서는 이 에 서술하 듯이 단백질이 고분자량 로 끌리면서 응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분의 단백 밴드는 12에서 70 kDa의 범 에서 찰되었으며 비조사된 난

백으로 만든 이크의 단백질 패턴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표 물질로 쓰인 OVA과 비교하

여 볼 때 시료용액에서 동일한 분자량의 밴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Ci-ELISA로 시

료용액내에 계란 알 르기환자 청 IgE와 결합하는 OVA의 농도를 측정하 다(Fig. 6). 조

구에서의 OVA의 농도는 432.88 μg/g으로 나타났다. 한 환자의 청 IgE로 측정된 감마선 

조사된 난백으로 만든 이크의 OVA농도는 10 kGy로 조사된 난백 이크에서는 14.27 μg/g

이었으며 20 kGy로 조사된 난백으로 만든 이크에서는 8.78 μg/g으로 측정되었다. 즉, 10 

kGy로 조사된 난백에 해 96%정도 이상의 농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IgE에 결합할 수 있는 OVA이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며 Lee et al.(1999)과 

Lee et al.(200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

Fig. 3-5. SDS-PAGE profile of proteins in 

sample solutions prepared from 

white layer cakes with 0-, 10- and 

20-kGy gamma-irradiated egg whites. 

M, molecular mass standard marker; 

A, ovalbumin; B, ovomucoid; 0, 

white layer cake with nonirradiated 

egg white; 10, white layer cake with 

10-kGy- irradiated egg white; 20, 

white layer cake with 

20-kGy-irradiated egg white. 

Numbers on the left side indicate 

the molecular mass (kDa) of the 

standard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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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Detected concentrations of native ovalbumin in the cakes manufactured with 0-, 10- and 

20-kGy- irradiated egg white by patient IgE-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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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자 청의 IgE와 결합하는 OVA농도가 낮아진 것은 가열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 kGy의 조사선량에서도 완 히 알 르기

원성을 제거하지 못하 다. Taylor et al.(2002)은 이  맹검유발 검사를 실시하여 최소로 반응

을 일으키는 농도가 날계란의 0.13 mg과 조리된 난백의 10 mg의 농도가 되는 것을 보고하

다. 이크의 한조각의 함량이 약 100 g 이상으로 가정할 때, 감마선조사에 의해 감화된 

이크는 Taylor 등에서 보고한 최소 반응 농도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알 르기환자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IgE와 반응하는 알 르겐을 제거하기 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

   (나) 감마선 조사된 알 르겐의 소화 안정성 시험

   효소가수분해된 OVA의 결합능은 각항체에 해 측정되었다. Table 3-17은 비조사된 OVA

과 조사된 OVA에 한 다클론 rabbit anti-OVA IgG의 결합능을 보여 다. 감마선 조사된 

OVA은 가수분해 처리 과 비교하여 2배이상의 결합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OVA의 구조 변화 때문에 OVA의 내부의 항원결정기가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

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조사 OVA과 조사된 OVA에 한 IgG의 결합능은 펩신처리후 트립신 

가수분해 후 정량 으로 감소되었지만 트립신 처리 몇 분 후에 비조사된 OVA와 조사된 OVA 

모두 결합능이 증가하 다. 그러나, 다클론항체로 측정된 농도에 계없이 비조사된 OVA과 조

사된 OVA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된 OVA은 비조사된 OVA과 같

이 유사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 다. OVA에 한 계란 알 르기 환자의 IgE의 결합능은 

비조사된 OVA과 조사된 OVA간에 다른 결합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 주었다(Table 3-18). 환

자의 IgE는 트립신 처리 30분까지 비조사된 OVA에 한 결합능이 감소하 지만 그 후에는 증

가하 다. 이것은 알 르기 환자의 IgE의 특정한 반응을 보여 다. 부분 식품 과민반응은 식

품 섭취 후 수분에서 2시간이내에 성 인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소장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은 소장 환경 내에서 OVA 알 르겐에 한 IgE 결합능의 증가에 의해 식품 알 르기 반

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며 펩신과 트립신의 단백질 가수분해에 의해 OVA 분자내의 

항원결정기가 외부로 더 노출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17. Changes of the concentration of the gamma-irradiated and enzyme-treated 

ovalbumin detected by Ci-ELISA formatted with polyclonal rabbit anti-OVA 

IgG
1)

Irradiation 

dose

Concentration (μg/mL) of OVA after enzyme treatment2)

Non-treated
Pepsin Trypsin

303) 5 30 60 120

0 kGy 14.43
a

4.89
b

0.05
d

0.11
d

0.06
d

2.50
c

10 kGy 35.82a 9.24b 0.51c 0.40c 0.32c 12.80b

1)The competitive concentration of ovalbumin irradiated and enzymatic treated was 12.50 μg/mL.
2)

Means within a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It indicates time (min) hydrolysated with pepsin and trypsin at 37℃. Trypsin was added to the 

OVA digested with pe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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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gE에 의해 측정된 감마선 조사된 OVA의 농도는 감마선 조사 후 갑자기 감소하 다. 

감마선 조사된 OVA의 기의매우 낮은 농도는 가수분해 처리동안에도 유의 으로 유지되었

다. 이것은 감마선 조사된 OVA의 항원 결정기가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다. Kume and Matsuda. (1995)는 감마선 조사가 선형의 항원결정기(sequential 

epitope)의 변화 없이 구조 인 항원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다클론 IgG와 계

란 알 르기 환자의 IgE의 결합능 결과는 IgE에 의해 측정된 감마선 조사된 OVA의 농도가 효

소처리가 아닌 감마선 조사에 의해 향을 받은 것을 나타내어 다. 이것은 3차 구조 뿐 아니

라 1차 구조에 어느 정도 방사선 조사가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 알 르기의 감소 

 해를 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해 소화 시스템 시험에서 알 르기원성에 한 안

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결과는 OVA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 알 르기성 반응

을 감소시키는 목 에 감마선 조사가 유용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다.

 

Table 3-18. Changes of the concentration of the gamma irradiated and enzyme-treated 

ovalbumin detected by Ci-ELISA formatted with egg-allergic patient IgE1)

Irradiation 

dose

Concentration (μg/mL) of OVA after enzyme treatment
2)

Non-treated
Pepsin Trypsin

303) 5 30 60 120

0 kGy 17.92a 7.89b 1.39c 1.06c 7.70b 17.49a

10 kGy 0.24a 0.28a 0.12b 0.19a 0.15b 0.25a

1)
The competitive concentration of ovalbumin irradiated and enzymatic treated was 12.50 μg/mL.

2)Means within a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It indicates time (min) hydrolysated with pepsin and trypsin at 37℃. Trypsin was added to the 

OVA digested with pepsin.

  (3) RT/BT 이용 신개념 백신 생산을 한 방사선원(β, γ-ray)별 특성 평가

   (가) 방사선 조사된 OVA의 분자량 변화

   Native OVA의 main peak의 retention time은 24.91분이었고 감마선과 자선 조사된 OVA 

용액에 존재하는 native OVA는 각각 24.84분, 24.71분에 검출되어 실험에 사용한 GPC-HPLC 

조건은 만족할만한 신뢰를 제공하 다. 감마선  자선 조사된 native OVA의 면   최고 

높이의 값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격히 감소하 다(Fig. 3-7). 조구의 main peak의 면  

 최고 높이의 값을 100으로 환산하 을 때, 10 kGy로 조사된 OVA의 면   최고 높이는 

81-84%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Lee 등(7)이 보고한 감마선 조사된 새우 

tropomyosin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온화 방사선에서 생성된 유리기는 황(S)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의 잔기  방향족 잔기와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yes et al., 1995). 한, tyrosine과 tryptophan의 아미노산은 280 nm에서 최  흡 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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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260 nm에서는 phenylalanine이 최  흡 도를 갖는다(Mathews et al., 1999). 280 nm의 

흡 도에서는 감마선과 자선 모두 유사한 형태로 감소하 지만 260 nm에서는 자선 조사

된 OVA이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0 nm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조구의 

main peak 보다 10 kGy로 흡수되도록 조사하 을 때 감마선 조사는 약 65% 감소한 반면 

자선 조사는 략 84% 감소하 다. 따라서 같은 선량으로 흡수된 OVA는 각 장에 따라 다

른 형태를 나타내며 선종에 따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Davies. (1987)는  

hydroxyl radical(․OH)에 의해 tryptophan이 감소하고 bityrosine이 생성이 되며, tyrosyl 

radical은 공유결합으로 응집 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본 결과에서, main peak는 방사

선 조사로 감소하 고 동시에 고분자량 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었다(Fig. 3-8). 이것은 감마

선  자선 조사에서 생성된 유리기가 OVA의 구조에 향을 주었으며 구조의 풀림

(unfolding)에 따라 노출된 아미노산 작용기들 사이의 소수성  공유 결합에 의해 고분자량으

로 응집 상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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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Area and height of peak of the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OVA(○) 

by analysis of GPC-HPLC at (A) 280 nm and (B) 2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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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hanges of chromotograms of gamma- and electron beam-irradiated OVA. (A) 

non-irradiated OVA; (B) 7 kGy-gamma-irradiated OVA; (C) 7 kGy-electron 

beam-irradiated OVA.

   (나) SDS-PAGE

   감마선  자선 조사한 OVA 단백질(43 kDa)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band 크기가 감

소하 으나, 선종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9).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의 변화는 

OVA(Lee et al., 2001; Jeon et al., 2002) 이외에도 우유 단백질(Cho et al., 2001)이나 BSA(Lee 

et al., 2003)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산소의 존재 하에서 단백질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

면 분자량으로 소편화되거나 고분자량으로 응집하며, 이는 단백질간의 cross-linking과 소수

성 결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Davies and Delsignore, 1987; Moon and Song, 

2001; Garrison, 1987). 한, Tuce et al. (2001)은 OVA를 N2O로 충진된 상태에서 조사하 을 

때, 단백질은 소편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산소가 존재할 경우 단백질이 크게 손상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감마선이나 자선 조사된 모든 시료는 3 kGy에서부터 소편화되

었으며,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면서 고분자량으로 끌리는 흔 을 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의 보고와 일치하 다(Lee et al., 2000; Davies and Delsignore, 1987; Lee et al., 

2001). Davies(1987)는 17종의 단백질에서 ․OH + O2
- (+O2)에 의한 소편화가 일어났으며 ․

OH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으로 응집 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최근에는 ․OH에 의한 

응집 상에 해 Tuce et al. (2001)은 ․OH에 의해 OVA 분자에서 수소가 이탈되고 OVA․가 

형성된 후(OVA + ․OH = OVA․ + H2O), OVA․, OVA․ 간의 결합이 발생되지 않고 

OVA․과 native OVA의 결합에 의한 radical의 grafting 과정에 의해 고분자물질이 형성된다

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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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DS-PAGE of the gamma and electron beam-irradiated OVA.

(A) gamma-irradiated OVA; (B) electron beam-irradiated OVA. M and numerals indicate molecular 

weight standard and the irradiation doses (kGy), respectively.

   (다) 방사선 조사된 OVA에 한 항체의 반응성

   Native OVA를 조구로 감마선  자선 조사한 OVA에 한 mouse IgG의 반응성을 비

교한 결과를 Fig. 3-10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자선 조사한 OVA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단백질은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결

정기의 노출에 의해 항체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하여 항체 반응성의 증가가 나

타난다(Lee et al., 1998). 감마선  자선 조사된 OVA의 기울기는 native OVA의 기울기보

다 부분 증가하 으며, 방사선종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Ci-ELISA법에서 얻어진 곡선의 기울

기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항원결정기의 구조 인 변화를 나타낸다(Lee et al., 

2001). 본 실험결과에서는 방사선 조사된 OVA와 항체와의 반응성이 감소하 고 감마선  

자선종 간에는 항원결정기가 유사하게 변형된 것으로 단되었다. Lee 등(2001)과 Byun 등

(2000)은 감마선 조사한 단백질 용액의 항체 결합능은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 지

만,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  자선 조사된 OVA은 흡수 선량에 따른 유의 인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에 사용된 항원  항체에 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구조 인 분석법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OVA의 구조변화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육류(Hayashi, 1991; Kim et al., 1998)  젤라틴(Vieira and Del 

Mastro, 2002)과 같은 식품에 한 연구에서도 방사선종 간의 물리  화학 인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선을 특정 단백질에 해 감마선과 유사

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연구 결과는 감마선  자선을 이용한 식품알

르기의 억제  면역원 제조 기술 개발의 기  연구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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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Binding abilities of monoclonal mouse anti-OVA IgG antibody to the gamma- and electron 

beam-irradiated OVA. 

A/A0 means (absorbance at the last steps of ELISA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antigens)/(absorbance in absence of competitive antigens). 

Fig. 3-11. The profiles of SDS-PAGE and immunoblot of intact and irradiated OVA. The 

indicated proteins (10 mg/lane) was loaded to a 4-20% gradient gel in 

SDS-PAGE, and stained with Commassie Brilliant Blue R250 (A). Immunoblot was 

carried out using PVDF membrane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f Methods. The 

membranes were reacted with clone-14 mAb (B) or anti-OVA polyclonal antibody 

(C). "M" means a standard molecular marker.

  (4) 감마선 조사된 변성면역원 이용 식품 알 르기 방기술 개발

   (가) 감마선 조사된 OVA의 화학  면역학 인 특성



- 465 -

   감마선 조사의 OVA의 화학  특성에 한 효과가 기 동으로 시험되었다. 기 동에서 

비조사된 OVA은 43 kDa의 주요 밴드와 이합체로 보이는 80 kDa에서 나타났다(Fig. 3-11). 그

러나 이 두 개의 밴드는 10 kGy와 100 kGy-OVA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OVA 분자

가 10 kGy 이상으로 조사되었을 때 90 kDa이상의 고분자량으로 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anti-OVA clone-14 mAb에 한 조사된 OVA의 반응성 시험에서 10 kGy-OVA는 비조사된 

OVA에 한 OVA-특이 다클론 항체에 한 결합능이 거의 같게 나타났다(Fig. 3-12). 조 으

로 100 kGy-OVA은 매우 낮은 활성을 보 다. 이것은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가 OVA 알

르겐의 구조를 완 히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내어주지만 10 kGy-OVA는 OVA-특이 단클론 

항체에 한 결합하는 면역원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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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omparison of binding to OVA-specific antibodies between intact and 

irradiated OVA. Binding ability of the indicated OVAs to various dilutions of 

clone-14 mAb. (A) or anti-OVA polyclonal antibody (B) was determined by 

ELISA.

   (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OVA-특이 항체의 감소

   비조사, 감마선 조사된 OVA간의 OVA-특이 항체를 생산능을 비교하기 해 각 단백질(비

조사된 OVA과 감마선 조사된 OVA)을 두 번 면역하고 비조사된 OVA으로 감작시켰다. 각 실

험동물의 항 청을 마지막 감작 1주일 후에 얻은 후 항-OVA 항체반응 분석에 사용하 다. 10 

kGy-OVA의 면역은 비조사된 OVA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더 낮은 항체 반응성(OVA 특이 

IgGAM 항체)을 보 다(Fig. 3-13). 조 으로 100 kGy-OVA는 OVA 특이 항체를 모두 생산하

지 않았다. 비조사 혹은 감마선 조사된 OVA의 면역으로 생산된 OVA특이 항체의 이성질체 항

체을 ELISA법으로 측정하 다. Fig. 14는 OVA 특이 항체생산에 해 10 kGy-OVA은 낮은 반

응성이 IgG2b, IgG3  IgM 항체의 낮은 역가에 계하는 것을 보여 다. Fig. 3-13와 일 되

게, 100 kGy-OVA로 면역한 마우스는 OVA-특이 항체를 생산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감마선 조

사된 알 르겐의 알 르겐 특이 IgE 생산반응에 한 효과를 측정하 다. Fig. 3-14에서 보는 

것 처럼, 비조사된 OVA으로 면역하고 동일한 알 르겐으로 감작시킨 마우스는 매우 높은 

OVA 특이 IgE 항체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0 kGu-OVA와 100 kGy-OVA로 면역된 마

우스는 유의 으로 낮은 OVA-특이 IgE역가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OVA의 면역이 비조

사된 알 르겐의 감작에 의해 생성되는 OVA-특이 IgE항체 생산을 해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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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Comparison of OVA-specific antibody-inducing activity between intact and irradiated OVA.

The antibody titers to OVA-specific IgG+IgA+IgM (A) or IgE (B) were determin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p<0.001; compared with intact OVA-immunized group (by 

student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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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Determination of subclasses of OVA-specific antibodies in serum specimens. 

Isotypes of OVA-specific antibodies were determined by ELISA using serum specimens obtained one 
week after intact OVA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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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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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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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compared with intact 

OVA-immunized group (by student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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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 르겐 특이 세포성 면역성에 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

   T 세포에 의해 매개되는 OVA 특이 세포성 면역반응의 유도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확인하기 해 in vitro 증식반응을 시험하 다. 비조사된 혹은 조사된 OVA으로 면역된 마우스

의 비장세포를 비조사된 OVA과 함께 배양하고 MTT 분석법에 의해 비장세포의 증식반응을 

측정하 다. Fig. 3-15에서 보는 것처럼, 10 kGy 혹은 100 kGy로 조사된 OVA으로 면역한 마

우스의 비장세포는 비조사된 OVA으로 면역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보다 낮은 증식능을 보 으며 

이것은 조사선량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T 세포 증식 반응 시험에서 사용된 비장세

포의 세포 배양액으로 싸이토카인을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된 OVA으로 처리된 실험군들은 

Th1(IL-2와 IFN-r)과 Th2(IL-4와 IL-6)반응의 싸이토카인이 매우 낮은 함량으로 측정되었다 

(Fig. 3-16). 이 결과들은 OVA의 감마선 조사 처리가 알 르겐 특이 항체 생성 반응  세포성 

반응에 해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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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 cell proliferating activity

of the splenocytes of mice immunized

with intact or irradiated OVA. 

Splenocytes obtained from mice one 
week after intact OVA challenge were 
co-incubated with the indicated doses 
of OVA for 72 hr. The proliferative 
response was assessed by MTT assay.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with intact OVA- 
immunized group (by student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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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Cytokine assay for IL-2, 
IL-4, IL-6 and IFN-γ in the culture 

supernatants of splenocyte. 

The level of the indicated cytokines 
was measured using ELIS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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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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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compared with 
intact OVA-immunized group (by 
student two-tail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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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성 T 세포 분자의 감소

   비조사된 혹은 감마선 조사된 OVA에 의한 T 세포의 활성정도를 명확히 하기 해 활성화

된 T 세포의 표지분자, CD25와 CD44의 발 정도를 FACS 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비조사된 

OVA로 처리한 T세포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T세포와 비교하여 CD25  CD44분자가 높

게 발 되었다 (Fig. 3-17) 그러나 감마선 조사된 OVA로 처리된 마우스에서 활성분자를 나타

내는 활성화된 T세포의 수는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하 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OVA의 

면역효과는 OVA 특이 면역반응을 유도함에 있어 OVA 특이 인 T 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3-17. FASC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activated T cell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CD25
+
 

(A) and CD44
+
 (B) activated T cells was assayed by a flow cytometry using the splenocytes obtained 

from mice one week after intact OVA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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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방사선 조사 특수 식품의 안 성 확보/국민이해방안 마련

1. 서론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

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980년 FAO/IAEA/WHO의 조사 식품의 건 성에 한 합동 문가 원회(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 FECFI)에서

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 으로 

안 하며, 양학 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WHO, 1981). 그러나 한편으

로는 다양한 선량의 범 에서 몇몇 식품에서 찰된 특정 성분의 함유량 감소나 특유한 방사

선 분해물의 생성 유무로, 조사식품을 일반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부 합성과 련하여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Bruhn, 1995). 이에 해 문가들은 특정 양소의 감소나 

특유한 분해물이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멸균처리 등과 같은 다른 식품보존방법으로부터 생기는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며, 특히 냉동이나 진공상태에서의 조사와 같은 병행처리기술의 발

달로 이러한 상이 히 어들었다고 한다(Hugo, 1991; Taub et al., 1979; WHO, 1992). 

따라서 재 많은 국가들이 방사선 (감마선)조사식품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조사식품의 실용화

에 소비자의 신뢰를 단계 으로 쌓아가고 있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조사식품 품목을 추가시

키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감마선 조사는 다양한 크기나 형태의 식품 보존에 이용될 

수 있는 이  때문에 향후 식품업계에서의 감마선 조사 활용은 차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

(Roberts and Unneverhr, 1994). 한편,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제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

회의(ICGFI)에서는 조사식품에 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 고 식품규격설정 원회(CODEX)

에서도 식품에 한 10 kGy 이상의 고선량 감마선조사 허용을 권고하 다. 즉, 식품의 생화

를 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  문제 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 살균과 장기 장을 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Roberts and Unneverhr, 1994). 를 들면 향신료의 경우, 랑스는 11 kGy의 감

마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WHO, 1999). 특히 면

역결핍 환자들을 한 완  멸균식을 해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75 kGy의 고선량 감마선조

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감마선 멸균 병원식(hospital diets)을 

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WHO, 1999). 나아가 최근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

보존 편의식품(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식품

(ready-to-eat/ready-to-cook food)의 개발에 고선량의 감마선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식

품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 들을 해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남아 리카의 경우,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 에 최소 45 kGy의 감마선조사를 허가

하고 있다(WHO, 1999). 이와 같이 다용도의 고선량 감마선조사식품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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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소비자를 한 품질보증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 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고 선량 조사에 비한 품질 변화 등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감마선 조사는 

장 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을 개선할 수 있지만 조사 식품의 안 성에 한 

소비자들의  부정 인 선입견이 여 히 남아있기 때문에(Bruhn, 1995), 이를 해결하기 한 꾸

한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보존식품인 분말죽 제품과 환자식용 곡류분

말의 생화와 물리  특성 개선(Yook et al., 2004)을 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 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안 성을 검토할 목 으로 30 kGy 고선량 감마선조사 분말죽과 곡

류분말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  염색체 이상시험, 성  아 성 독성평가 등의 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고선량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에 한 염려  의구심을 과

학 으로 입증함으로서 국민  이해증진  소비자의 수용성 증 에 기여하고자 하 다.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노령화로 인해 가정  일반식당에서의 식사공 에서 단

체 식 주로 격히 증가되고 있어 단체 식은 국민건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재 단체 식의 해요소를 제거하여 안 성을 확보하기 한 기술은 식의 기단계인 원

부재료의 검수, 처리를 비롯한 조리, 배식에 이르기까지 식에서의 모든 단계의 해요소인 

CCP를 설정하고 제어하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리기술을 용하

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는 학교 식에 해 1999년 자체 개발한 HACCP 시스템을 2001년부

터 본격 으로 용하여 국내 학교 식의 경우 1998년 면실시를 추진  지속 인 확 를 

통해 2004년 말 10,509개교(98.4%)에서 704만 명(90.0%)의 학생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 식

의 비 은 갈수록 증가될 망이다. 그러나 반 으로 생 인 식제공을 한 생 리기

술은 아직은 외형 인 성장에 비해 그 수 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 리가 소홀하게 될 가

능성이 높아 식업체 반의 생 리를 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HACCP 

system이 보 된 지 5년이 넘었고 1조 7천억원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한 국내 단체 식 시장은 

자체 인 생 리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식 식 독으로 인한 환자 발생수는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집계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식 독 발생 황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발생 1건당 환자수가 

50명이상의 규모식 독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기업과 같은 단체

식이 식 독발생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에 있어서 해 범   그 수가 넓고 많으

며, 부분 최종 으로 가열조리에 의한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고 있어 비가열 조리방법으

로 조리한 경우 원부재료의 미생물학  해성에서 기인한 교차오염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2005년도 단체 식소에서 발생한 식 독의 원인미생물을 보면 병원성 장균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자수도 1,832명이며 그 외 발생빈도수가 높은 식 독 원인 미생물은 노로바이러

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의 식 독 원인식품은 육류  그 가공품

과 김밥, 도시락과 같은 복합조리식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패류  그 가공품도 최근 6

년간 계속 으로 연간 400여명의 식 독 환자를 일으키고 있다. 이 게 최근 증하고 있는 단

체 식의 규모 식 독 사건으로 인한 단체 식 리에 한 국민  심이 크게 증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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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06년 6월에는 ‘학교 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재원 2조 2584

억 원을 식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단체 식의 리비용은 국가 경제에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이용한 단체 식의 리체계 마련은 국민건강 

증진을 한 필수  연구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된 식품류(식물성/동물성/일

품식/특수식)를 다양한 음식에 용했을 때, 각 식품류의 조리 성  능  특성을 평가함

으로써 각 식품에 맞는 최 의 조리법  식단을 선정ㆍ개발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을 단체 식

에 용할 수 있게 하 다.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방사선기술은 어떤 가공 처리 기술보다도 부가가치가 크고, 그 공정이 간편하다는 에서 

식품,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 보건 련 산업에서 우수한 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방사선기술(RT)을 기반으로 IT, NT, BT, ST, 국방기술 등이 융합된 방사선융합기술(Radiation 

Fusion Technology: RFT)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잠재  성장산업으로 기 되고 있

다.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응용기술의 개발에 집

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우주공학, 식품  공 보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헤모힘’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조사

기술을 이용한 고기능 기 화장품 개발 등은 그 단 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기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고 산업화, 실용화로 이어져 기술투자의 선도  사례를 제

시하 다. 그러나, 방사선기술 련 제품들은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부정  인식으로 

인해 아직까지 범 한 보 과 시장의 형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방사선 기

술에 한 과학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막연하고 부정확한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사고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응용산물들은 기능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  인식으로 

인해 확산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기술  련 제품의 수용성 증 와 

보 을 해서는 일반국민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

까지는 기술개발에 한 투자에 비해 일반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 련 종사자나 양사 등 련 분야의 문가

들조차 련 기술에 한 이해가 높지 않다. 이들은 문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

에 일반국민들에게 미치는 향도 크다. 이들에게는 일반국민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재까지는 일반국민을 포함하여 개별 수용자집단의 방사선 기

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효과 인 교육내용과 자료가 

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커뮤니 이션 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

효성있는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려고 한다. 최근 형화하고 있는 식

품 생사고는 방사선기술을 유용성을 알릴 수 있는 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방사선

기술(RT) 응용산물에 한 일반인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을 한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응용제품, 상 수용자집단, 매체특

성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실감 있는 커뮤니 이션 략을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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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방법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

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건조분말죽, 건조곡류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

가

   (가) 장기보존 건조분말죽 시료  방사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 분말죽은 매 인 쇠고기 죽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양성분은  단백질 7 g/100 g, 지방 5 g/100 g, 탄수화물 79 g/100 g, 나트륨 1,910 

mg/100 g(390 kcal/100 g)이었다. 구입한 건조 분말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소)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 100 kilo Curie 

activity)을 이용하여 실온(12±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총 3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

록 고선량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Holm and Berry, 1970), 이때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이었다. 감마선 조사한 건조 

분말죽은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실온에 장하면서 유 독성학  안 성 시험을 실시하 다.

   (나) 30 kGy 건조분말죽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로 국립보건안 연구원으로부터 분양 받아 계  보존하여 사용하 다.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llin 내성, spontaneous 

복귀변이 수 등을 확인하 다.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수기(2×10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배양액 0.1 mL에, 시험물질(30 kGy 조사 분말죽) 탁액 

0.1 mL, S-9 mixture( 는 0.2 M Na-Phosphate buffer) 0.5 mL을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pre-incubation하 다.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5 mL을 가하여 minimal glucose 

agar 배지에 부어 굳은 후에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을 계수하

다. 양성 조물질로는 2-aminofluorene(2-AF), 2-nitrofluorene(2-NF), N-methyl-N'- 

nitrosoguanidine(MNNG), 9-Aminoacridine(9AA) 등을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Maron and Ames, 1983).

   (다) 30 kGy 건조분말죽의포유류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Chinese hamster lung(CHL) fibroblast를 사용하여 30 kGy 조사 분말죽의 염색체 이상시험

을 실시하 다(Koyama et al., 1970). 배지는 minimal essential medium에 fetal bovine serum

을 5%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 으며,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을, 양성 조물질로는 사활성 조건하에서는 benzo(α)pyrene을 

dimethylsulfoxide에 용해시켜 사용하 으며, 사활성 부재 하에서는 mitomycin C를 멸균증

류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먼  본 시험에 용하기 한 50% 증식억제농도를 추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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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도를 기 으로 공비 2로 3단계의 농도를 설정하여 본 실험을 하 다. 즉, S-9 

mixture(20%, v/v), 시험물질  양성 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6시간 배양한 후 보통의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16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colcemid를 처리한 다음 0.05% trypsin-EDTA

로 세포를 모아 염색체이상 시험을 한 표본을 제작하 다. 염색체이상시험 결과의 정은 

학 미경하에서 1000배의 배율로 각 시험군당 100개의 잘 퍼진 분열 기 상을 찰한 다음 

처리군에 한 구조이상의 총 출 빈도를 음성(-): 5% 미만, 의양성(±): 5% 이상 10% 미만, 양

성(+): 10% 이상의 기 에 따라 정하 다.

 

   (라) 30 kGy 건조분말죽의 소핵시험

   ICR 마우스(웅성; 5～6주령)를 사용하여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시험물질(30 kGy 

조사분말죽)을 투여하 다. 투여량은 비시험으로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한 최고농도를 고용량

으로 설정하 고, 이를 1/2로 희석하여  용량으로 하 다. 시험최고 농도는 마우스 체  kg 

당 5,000 mg이었으며, 검체 균질액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 투여하 다.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Hayashi(1991)의 방법에 하여 acridine orange 용액(0.5 mg/mL)을 slide 

glass에 도포하여 공기 에 건조시킨 다음, 마우스의 골수로부터 채취한 액 약 5 uL를 slide 

glass 에 떨어뜨리고 cover glass로 덮었다. 세포를 고정시킨 후 형 미경 하에서 마우스 1 

마리당 1,000개의 망상 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를 찰하여 그 에서 록색 

형 을 띠는 소핵을 가진 망상 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를 

측정하여 소핵생성 빈도를 계산하 다. 

   (마) 30 kGy 건조분말죽의 성 독성시험

   실험동물

   한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은 암수 각각 3-4 주령의 ICR 마우스와 Sprague-Dawley 랏드

(specific pathogen free)를 사용하 으며 동물입수 후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쳐 건강한 동

물만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온도 25±1℃, 습도 55±5%, 조도 300- 500 Lux로 12시

간 자동 ․소등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과된 공기가 양압으로 공 되는 무균 동물사육 

시설에서 사육하 다. 동물은 순화  시험기간 에 polycarbonate cage에 5마리씩 넣어 사육

하 다. 사료는 삼양사의 고형사료를, 물은 수돗물을 자유로이 공 하 다.

   시험군의 구성  투여량

   순화기간 에 건강하다고 단된 동물의 체 을 측정하여 평균체 에 가까운 개체들이 골

고루 들어가도록 무작 법으로 군 분리를 하 으며 군 분리는 마우스는 각 군당 10 마리, 랏드

는 5마리로 하고 암수 각각 6개의 시험군으로 나 었다. 시험 최고용량은 감마선조사 시료 

5,000 mg/kg으로 설정하 으며 이 용량의 일정한 공비(0.5)로 모두 5 개의 용량군과 1 개의 

조군을 두었다. 투여 직  체 에 따라 산출한 투여량을 경구투여기를 이용하여 2주간 경구투

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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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검사항목

   모든 시험동물에 해 투여 첫날에는 투여 후 6 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찰하 으며 투여 

익일부터 14일 까지는 1일 1회씩 동물의 일반상태변화, 독증상  사망여부를 찰하 다. 

시험에 사용한 모든 실험동물에 해 시험기간 동안 3회 체 측정을 하여 변화를 찰하 다. 

시험 종료 후 동물을 경추 탈골하여 치사시킨 후 외   내부장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상세히 찰하 다. 찰 항목으로는 외피, 구강, , 외이 등을 검색하고 내부 장기에 하여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기타 병변 등의 육안  소견을 찰 기록하 다.

   (바) 30 kGy 건조분말죽의 아 성 독성시험

   시료  방사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 분말죽은 매 인 쇠고기 죽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양 성분은 단백질 7 g/100 g, 지방 5 g/100 g, 탄수화물 79 g/100 g, 나트륨 1,910 

mg/100 g(390 kcal/100 g)이었다. 구입한 건조 분말 죽은 연구소의 Co-60 감마선 조사 시설

(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 100 kiloCurie activity)을 이용하여 실온

(12±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총 3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고선량 조사하 다. 흡

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Holm, 1970), 이때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이었다. 감마선 조사한 건조 분말죽은 비조사 조 시료와 함께 

실온에 장하면서 3개월간 독성 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 동물

   한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은 암수 각각 4 주령의 SPF (specific pathogen free) SD계 랫트 

암수를 사용하 으며 동물 입수 후 약 1주일간의 순화 기간을 거쳐 건강한 동물만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 동물은 온도 25±1℃, 습도 55±5%, 조도 300～500 Lux로 12시간 자동 ․소

등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과된 공기가 양압으로 공 되는 무균 동물 사육 시설에서 사육

하 다. 동물은 순화  시험 기간 (3개월)에 polycarbonate cage에 5 마리씩 넣어 사육하

으며, 이 기간 동안 물은 수돗물을 자유로이 공 하 고, 순화 기간 에는 삼양사의 분말 사

료를 제공하 다. 

   시험군의 구성  시험 물질의 투여

   순화 기간 에 건강하다고 단된 동물의 체 을 측정하여 평균 체 에 가까운 개체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무작 법으로 군을 분리하 으며, 군 분리는 각 군당 10 마리로 하고 암수 

각각 2개의 시험군으로 나 었다. 즉, 시험군은 쇠고기 분말 죽 30 kGy 고선량 투여군  비

조사 투여군으로 구성하 다. 사료는 각각의 필수 양소들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하 으

나 분말 쇠고기죽의 양소를 기 으로 casein 20%, corn starch 58%, sucrose 8%, soybean oil 

4.2% 신에 분말 쇠고기 죽 77%, casein 13%로 식이를 조정하여 3개월간 분말로 공 하 다. 

그 밖의 규격은 동일하게 AIN-76 mineral mixture 3.5%,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3%, alpha-cellulose 5.0%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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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시험 방법

   감마선 조사 분말 죽의 독성 시험은 국립보건안 연구원 고시 제 94-3호「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기 」  국립보건안 연구원 발행「독성시험 표 작업 지침서」의 일반 독성시험법

(NISR/SOP/GTX)을 참조하 다(국립보건안 연구원 2003).

   일반 상태 찰

   투여 기간  매일 1회 이상 생사의 확인과 일반 상태의 유무를 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동 이상의 상태와 폐사 등의 임상 증상을 찰하 다. 폐사시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 원인을 검사하도록 하 다.

   체 , 사료 섭취량  음수 섭취량 측정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 개시 직 에 1회, 투여 개시 후 매주 2회씩, 그리고 부검시 각각 

체 을 측정하 다. 한 매주 2회 사육 이지 별로 1일간의 사료 섭취량  음수 섭취량을 

측정하 다.

   뇨 검사

   치사 3일  사 cage에서 뇨를 채취하여 Uropaper(Eiken Chem. Co., Japan)를 이용하여 

뇨당, 뇨단백, 수소이온농도  잠 (occult blood)을 측정하 다.

   액학  검사  청 생화학  검사

   최종일 투여후 ether 마취하에 후 정맥(Posterior vena cava)으로부터 채 하 다. 액학  

검사는 액을 CBC bottle에 넣은 후 4시간 이내 구수(RBC), 백 구수(WBC), 소 수

(PLT)를 coulter counter를 이용해 측정하 다. 청 생화학 검사는 채취한 액의 일부를 실온

에 15분 정도 방치하여 응고시키고, 원심분리(3,000 rpm, 15 min)하여 얻은 청에 하여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 (AST), 총 단백(total proteine), 당(glucose),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성지방(triglyceride),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blood 

urea nitrogen(BUN), lactate dehydrogenase (LDH), 알부민, 요산(uric acid)  Ca 등을 자동 

청 생화학분석기(Spotchem 4710)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병리조직학  검사

   방  치사 후 모든 동물에 해 내부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기타 병변 등의 육

안  소견을 찰 기록하 으며, 모든 장기를 10% 성 포르말린 액에 고정하 다. 조직학  

검사는 2주간 이상의 충분한 고정을 거친 폐, 간, 신장 등의 장기를 라핀 포매기에 포매하여 

microtome으로 4～5 um 편으로 만든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하여 250배율로 찰

하 다.



- 484 -

   (사) 30 kGy 건조분말죽의 지질 사  생체 효소활성 분석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30kGy)이 생채 내에서 효소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특히, 

발암물질(MNNG)과 병용 투여시에 방사선조사 쇠고기 분말죽이 이들 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ㆍ실험동물 : 실험동물은 체  100 g 정도 되는 Sprague-Dawley계의 수컷흰쥐를 한실험 

동물센타로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응 사육시킨 후 체 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10마리씩 4군으로 나 어 8주 동안 사육하 다. 사용한 쇠고기 분말죽 시료는 30 kGy로 방사

선 처리하 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 은 12시간 명암 조명

(07:00-19:00)을 유지하 다. 물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사료는 매일 일정한 시간

에 일정량을 주었고, 체 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 

   ㆍ실험사료의 구성 : 실험동물의 칼로리 공 은 쥐가 마음 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 (ad 

libitum), 섭취하는 칼로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Chow Diet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식이재

료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ered mixed diet를 사용하 다. 사료는 각각의 필수 양소들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하 으나 쇠고기 분말죽의 양소를 기 으로 casein 20%, corn 

starch 58%, sucrose 8%, soybean oil 4.2% 신 쇠고기죽 분말 77%, casein 13%로 식이를 조

정하여 공 하 다. 그 밖의 규격은 동일하게 AIN-76 mineral mixture 3.5 %,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3%, alpha-cellulose 5.0%로 하 다.

 

   ㆍ동물의 리 : 매주 2회씩 동물의 몸무게와 사료섭취량, 사료효율과 단백질효율 즉, FER 

(Food Efficiency Ratio)과 PER(Protein Efficiency Ratio)을 측정하 다. 사료와 물의 공 , 생

리, 청소 등을 철 히 하고 동물의 상태를 면 히 찰 기록하 다.

   ㆍ동물의 도살, 처리 :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식시키고 에테르로 마취시

킨 후 경추 탈골법에 의하여 도살하고, 심장으로부터 액을 채취하 다. 채취한 액은 3000 

rpm(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고, 기타 장기 특히 간, , 신장, 콩팥은 

액채취 후 즉시 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다. 장기, 청의 시료는 분석 까지 -70℃ 냉동고에 보 하 다.

   ㆍ간 항산화 효소시험을 한 효소원의 조제 : 간 1 g을 생리식염수로 씻어서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0.25 M sucrose 용액을 가하여 빙냉하에서 homogenizer로 분쇄하 다. 이것

을 6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고, cytosolic fraction은 glutathione sulfur 

transefer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효소원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비하 다. 

   ㆍGlutathione Sulfer Transferase의 측정 : GST측정은 Beckman Du-70 분 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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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s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0 uL과 0.1M phosphate buffer 2935 ㎕, 0.1M 

glutathione 30 uL, 0.12M 2-4CNDB (1-chloro-2,4-dinitrobenzene, Sigma) 25 ㎕를 혼합하여 

25oC에서 20  간격으로 3분간의 반응을 340 nm에서 측정하 다. 활성단 는 1분간 mg 

protein이 생성한 2-4-dinitro benzene-glutathione의 분자 흡 도계수(E mM/340 nm= 9.6 

mM-1㎝-1)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ㆍCatalase의 측정 : Catalase활성도는 Aebi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 20 ㎕과 1M 

Tris-HCl, 5 mM EDTA(pH 8.0) 50 uL, H2O2 1500 ㎕, H2O 1430 ㎕를  혼합하여 체 3 mL

을 240 nm에서 20  간격으로 3분간 측정하 다. 효소의 활성도는 H2O2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의 양을 단백질 1 mg당 1분간의 반응정도로 나타내었다.

   ㆍSuperoxide dismutase(SOD)의 측정 : SOD측정은 Cropo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시료 20 

uL과 50 mM potassium phosphate(pH 7.8) 2100 uL, 0.5mM xanthine 300 uL, 1% 

deoxychloride 100 uL, 2 mM potassium cyanide 100 uL, 0.1 mM ferric cytochrome C 300 

uL와 xanthine oxidase 20 uL를 혼합하여 550 nm에서 3분간 분 도계로 측정하 다. 단

는 단백질 1 mg당 1분간의 반응정도로 나타내었다.

   ㆍ 청지질  간지질의 분석 : 고 압 련 TG, cholesterol, HDL의 분석은 kit를 사용하

여 분 도법으로 37℃, 550 nm에서 5 분간 측정하 다. 간의 총 지질은 Folch법으로 추출하

다. 즉 출된 간 조직은 무게 측정후 chloroform-methanol (2;1, v/v) 용매를 가하여 

homogenizer로 균질화한 다음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감압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총지질 함량을 구하 다. 간장의 성지질, 총콜 스테롤, HDL 콜

스테롤 등의 측정은 감압건조시킨 총지질을 chloroform 3 mL에 용해한 후 효소비색법을 이용

한 kit(Wako Co., Japan)를 사용하 다.

   (아) 통계분석

   조군과 고선량 감마선 조사된 시료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2)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곡류분말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가) 환자식용 곡류분말 시료  감마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환자식용 곡류분말은 매 인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보리 30%, 멥  15%, 미 10%, 찹 , 검정콩, 메주콩, 율무, , 옥수수, 수수, 검정깨, 기장 각 

5%로 조성되어 있다. 구입한 곡류분말은 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

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

하여 실온(14±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총 3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Holm and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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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이때 흡수선량의 오차는 ±0.3 kGy이었다. 감마선 조사한 곡류분말은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7℃에서 3개월간 장하면서 유 독성학  안 성 시험을 실시하 다.

   (나) 30 kGy 곡류분말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로 국립보건안 연구원으로부터 분양 받아 계  보존하여 사용하 다.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llin 내성, spontaneous 

복귀변이 수 등을 확인하 다.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수기(2×10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배양액 0.1 mL에, 30 kGy 조사 곡류분말 탁액 0.1 mL, 

S-9 mixture( 는 0.2 M Na-Phosphate buffer) 0.5 mL을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pre-incubation하 다.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5 mL을 가하여 minimal glucose 

agar 배지에 부어 굳은 후에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을 계수하

다. 양성 조물질로는 2-aminofluorene(2-AF), 2-nitrofluorene(2-NF), N-methyl-N'- 

nitrosoguanidine(MNNG), 9-Aminoacridine(9AA) 등을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Maron and Ames, 1983).

   (다) 30 kGy 곡류분말의 포유류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를 사용하여 30 kGy 조사 곡류분말의 염색체 이상

시험을 실시하 다(Koyama et al., 1970). 배지는 minimal essential medium에 fetal bovine 

serum을 5%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 으며,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을, 양성 조물질로는 사활성 조건하에서는 benzo(α)pyrene을 

dimethylsulfoxide에 용해시켜 사용하 으며, 사활성 부재 하에서는 mitomycin C를 멸균증

류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먼  본 시험에 용하기 한 50% 증식억제농도를 추정한 다음, 

이 농도를 기 으로 공비 2로 3단계의 농도를 설정하여 본 실험을 하 다. 즉, S-9 

mixture(20%, v/v), 시험물질  양성 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6시간 배양한 후 보통의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16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colcemid를 처리한 다음 0.05% trypsin-EDTA

로 세포를 모아 염색체이상 시험을 한 표본을 제작하 다. 염색체이상시험 결과의 정은 

학 미경하에서 1,000배의 배율로 각 시험군당 100개의 잘 퍼진 분열 기 상을 찰한 다음 

처리군에 한 구조이상의 총 출 빈도를 음성(-): 5% 미만, 의양성(±): 5% 이상 10% 미만, 양

성(+): 10% 이상의 기 에 따라 정하 다.

   (라) 30 kGy 곡류분말의 소핵시험

   ICR 마우스(웅성; 5～6주령)를 사용하여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30 kGy 조사 곡

류분말을 투여하 다. 투여량은 비시험으로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한 최고농도를 고용량으로 

설정하 고, 이를 1/2로 희석하여  용량으로 하 다. 시험최고 농도는 마우스 체  kg 당 

5,000 mg이었으며, 검체 균질액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 투여하 다. 마지막 투여 후 24시

간이 경과한 후, Hayashi(Hayashi, 1991)의 방법에 하여 acridine orange 용액(0.5 mg/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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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glass에 도포하여 공기 에 건조시킨 다음, 마우스의 골수로부터 채취한 액 약 5 μL를 

slide glass 에 떨어뜨리고 cover glass로 덮었다. 세포를 고정시킨 후 형 미경 하에서 마우

스 1 마리당 1,000개의 망상 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를 찰하여 그 에서 

록색 형 을 띠는 소핵을 가진 망상 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를 측정하여 소핵생성 빈도를 계산하 다. 

   (마) 30 kGy 곡류분말의 성독성시험

   본 시험은 랫드를 이용하여 30 kGy 곡류분말을 2주간 투여시 나타나는 단기독성을 평가하

고 개략의 치사량을 구하기 하여 30 kGy 곡류분말을 5,000 mg/kg 용량으로 암 ․ 수 각각 

5 마리에게 투여 하 고, 2주 투여 후 일반 증상, 체 변화  부검시의 육안  소견을 찰 

하 다. 

   시험계 

   ㆍ종  계통 : SD 랫드(Sprague Dawley rat)는 단회  반복투여독성시험 등의 안 성 시

험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할 많은 시험 기  자료가 축척되어 있어 선택하 다. 

   ㆍ구입 시 주령, 성별, 동물수  체 범  : 6주령, 수컷 11마리, 195~210g/ 암컷 11마리, 

165~175g 

ㆍ투여 시 주령, 성별, 동물 수  체 범  : 7주령, 수컷  11마리, 200~220g/ 암컷 11마리, 

165~175g

   ㆍ반입 동물의 개체번호 표기법 : 입수 시 체 측정 순으로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개체 식

별법에 따라서 꼬리에 표기하 다.

   ㆍ검역․순화방법  기간 : 7일간의 검역․순화기간 에 매일 1회 일반증상 찰을 실시

하 다. 반입 시  검 역․순화기간 종료 시 소동물용 울(BP3100S, Sartorius, Germany)로 

체 을 측정 하여 시험 실시에 합한 건강한 동물을 선발하 다.

 

   ㆍ분리법 : 검역․순화기간 종료 시, 체 증가량  일반증상에 이상이 없는 암․수 각 10 

마리를 선별하여 사용하 다. 평균체   표 편차를 계산하여 군간 균등하게 동물을 배치하

다. 

   ㆍ개체식별 : 군 분리 종료 후 사육 상자에는 개체식별카드를 부착 하 고, 개체식별은 유

성매직을 이용하여 개체 식별 법에 따라 꼬리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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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조건

동물실명 한림 학교 실험동물실

사육 상자 (종류  크기)

 사육 동물수 

폴리카보네이트 사육 상자 (260Wx420Dx180H(mm), 쓰리싸

인)에 2~3마리 수용

온도 20.9 ~ 22.6℃

습도(상 습도) 39.5 ~ 66.7%

환기회수  방식 10 ~ 15회/시간, 배기 방식

조명시간  양주기
12hr 등/12hr 소등

(7:00 ~ 19:00 조명)

조도   150~300Lux

   ㆍ사육기재의 세척, 소독  교환회수  동물실 소독방법 : 사육 상자는 1~2 회/주, 

이기  수병은 2 주에 1회 빈도로 교환하 으며, 알칼리 계면활성제(Ultra-Clean 

Neighbour-PC, (주)이웃사랑) 500배 수용액  계면활성제(Ultra-Clean Neighbour-RM300, (주)

이웃사랑) 2,500배 수용액을 사용하여 자동 세척기로 세척하 고, 고압증기 멸균하여 사용하

다. 

   사료

   ㆍ종류 : 퓨리나 실험용 쥐사료 5057 (Lot No.;STN050328YHJA)

   ㆍ 이 방법  이량 : 이기에 고형사료를 넣고, 자유 섭취시켰다. 

   음수 

   ㆍ종류 : 필터와 유수 살균기를 이용하여 여과․살균된 정제수 

   ㆍ 수방법 : 폴리카보네이트제 음수병(500mL)에 정제수를 넣어 자유 섭취시켰다.

   시험군구성

군
투여용량 투여액량 동물수(개체번호)

(mg/kg) (mL/kg) 수컷 암컷

조군 0 10 5(M-C-1~M-C-5) 5(F-C-1~F-C-5)

30 kGy 곡류분말투여군 5,000 10 5(M-A1)-1~M-A-6) 5(F-A-1~F-A-6)

   투여 

   ㆍ투여경로 : 경구투여

   ㆍ투여경로 선택이유 : 30 kGy 곡류분말은 상임상 용경로가 경구이므로 경구로 투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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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투여방법 : 개체별 투여액량은 식 후 체 을 기 으로 산출하 다. 30 kGy 곡류분말 

투여  약 4시간동안 음수는 자유섭취 시키면서 시험계를 식 시킨 후, 경구투여용 존데가 

부착된 일회용 주사기(1 mL)를 이용하여 내에 단회 강제 경구 투여하 고, 투여 후 액 2시

간 후에 사료를 여하 다.

   찰  검사 

   ㆍ일반증상 : 투여 첫날은 투여 후 1시간부터 6시간째까지 찰 하 고, 그 다음날부터 14

일 까지는 매일 1회 일반 증상을 찰하 다. 

   ㆍ체 측정 : 체 은 투여직  (투여당일), 투여 1, 4, 7, 11, 14일째  부검당일에 측정하

다. 

   ㆍ부검 : 찰기간 종료 후 생존 동물에 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육안  이상소견을 찰

하 다.

   (바) 30 kGy 곡류분말의 지질 사  생체 효소활성 분석

   30 kGy 곡류분말이 생채 내에서 효소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특히, 발암물질(MNNG)

과 병용 투여시에  30 kGy 곡류분말이 이들 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  100 g 정도 되는 Sprague-Dawley계의 수컷흰쥐를 한실험 동물센타로부

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응 사육시킨 후 체 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10마리씩 4군

으로 나 어 8주 동안 사육하 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 은 12시간 

명암 조명(07:00-19:00)을 유지하 다. 물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사료는 매일 일

정한 시간에 일정량을 주었고, 체 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 

   실험사료의 구성

   실험동물의 칼로리 공 은 쥐가 마음 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 (ad libitum), 섭취하는 칼로

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Chow Diet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식이재료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ered mixed diet를 사용하 다. 사료는 각각의 필수 양소들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

하 고, 이때 곡류분말의 양소를 기 으로 식이를 조정하여 공 하 다. 그 밖의 규격은 동

일하게 AIN-76 mineral mixture 3.5 %,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3%, 

alpha-cellulose 5.0%로 하 다. 

   동물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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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2회씩 동물의 몸무게와 사료섭취량, 사료효율과 단백질효율 즉, FER (Food Efficiency 

Ratio)과 PER(Protein Efficiency Ratio)을 측정하 다. 사료와 물의 공 , 생 리, 청소 등을 

철 히 하고 동물의 상태를 면 히 찰 기록하 다.

   동물의 도살  처리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식시키고 에테르로 마취시킨 후 경추 탈골법에 의

하여 도살하고, 심장으로부터 액을 채취하 다. 채취한 액은 3,000 rpm(4℃)에서 15분간 원

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고, 기타 장기 특히 간, , 신장, 콩팥은 액채취 후 즉시 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다. 장기, 청의 

시료는 분석 까지 -70℃ 냉동고에 보 하 다.

   간 항산화 효소시험을 한 효소원의 조제

   간 1 g을 생리식염수로 씻어서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0.25 M sucrose 용액을 가하여 

빙냉하에서 homogenizer로 분쇄하 다. 이것을 6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

고, cytosolic fraction은 glutathione sulfur transefer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효소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비하 다. 

   Glutathione Sulfer Transferase의 측정

   GST측정은 Beckman Du-70 분 도계  kinetics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0 uL과 0.1M phosphate buffer 2935 uL, 0.1M glutathione 30 uL, 0.12M 

2-4CNDB(1-chloro-2,4-dinitrobenzene, Sigma) 25 uL를 혼합하여 25℃에서 20  간격으로 3분

간의 반응을 340 nm에서 측정하 다. 활성단 는 1분간 mg protein이 생성한 2-4-dinitro 

benzene-glutathione의 분자 흡 도계수(E mM/340 nm= 9.6 mM-1㎝-1)를 이용하여 나타내었

다. 

   Catalase의 측정

   Catalase활성도는 Aebi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 20 uL과 1M Tris-HCl, 5 mM 

EDTA(pH 8.0) 50 uL, H2O2 1500 uL, H2O 1430 uL를  혼합하여 체 3 mL을 240 nm에서 

20  간격으로 3분간 측정하 다. 효소의 활성도는 H2O2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의 양을 단

백질 1 mg당 1분간의 반응정도로 나타내었다.

   Superoxide dismutase(SOD)의 측정

   SOD측정은 Cropo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시료 20 uL과 50 mM potassium phosphate(pH 

7.8) 2100 uL, 0.5mM xanthine 300 uL, 1% deoxychloride 100 uL, 2 mM potassium cyanide 

100 uL, 0.1 mM ferric cytochrome C 300 uL와 xanthine oxidase 20 uL를 혼합하여 550 nm

에서 3분간 분 도계로 측정하 다. 단 는 단백질 1 mg당 1분간의 반응정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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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질  간지질의 분석

   고 압 련 TG, cholesterol, HDL의 분석은 kit를 사용하여 분 도법으로 37oC, 550 nm

에서 5분간 측정하 다. 간의 총 지질은 Folch법으로 추출하 다. 즉 출된 간조직은 무게 측

정후 chloroform-methanol (2;1, v/v) 용매를 가하여 homogenizer로 균질화한 다음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감압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총지질 함량을 

구하 다. 간장의 성지질, 총콜 스테롤, HDL 콜 스테롤 등의 측정은 감압건조시킨 총지질

을 chloroform 3 mL에 용해한 후 효소비색법을 이용한 kit(Wako Co., Japan)를 사용하 다.

   (사) 30 kGy 곡류분말의 아 성독성시험

   암․수 랫드를 이용하여 30 kGy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을 경구로 반복 투여시 나타나는 독

성을 평가하고 개략의 치사량을 구하기 하여 암․수 각각 5 마리씩에 30 kGy 곡류분말을 

용량 (100 mg/kg), 용량 (1,000 mg/kg), 고용량 (5,000 mg/kg)으로 투여한 후 육안 , 조

직학 , 액학 , 액생화학  소견을 찰 하 다.

   시험계

   ㆍ종  계통 : Rat, SD(Sprague Dawley:SD)

   ㆍ시험계 선정이유 : SD Rat은 단회  반복투여독성시험 등의 안 성 시험에 리 사용

되고 있으며 비교할 많은 시험 기  자료가 축척되어 있어 선택하 다. 

   ㆍ구입시 주령, 성별, 동물수  체 범  : 6주령, 수컷 22마리, 195~210g/ 암컷 22마리, 

165~175g 

   ㆍ투여시 주령, 성별, 동물수  체 범  : 7주령, 수컷  20마리, 210~220g/ 암컷 20마리, 

165~175g

   ㆍ반입 동물의 개체번호 표기법 : 입수 시 체 측정 순으로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개체 식

별 법에 따라서 꼬리에 표기 하 다.

   ㆍ검역․순화방법  기간 : 7일간의 검역․순화기간 에 매일 1회 일반증상 찰을 실시

하 다. 반입시  검역․순화기간 종료 시 소동물용 울(BP3100S, Sartorius, Germany)로 체

을 측정하여 시험 실시에 합한 건강한 동물을 선발 하 다. 

   ㆍ군 분리법 : 검역․순화기간 종료 시, 체 증가량  일반증상에 이상이 없는 암․수 각 

5 마리를 선별하여 사용하 다. 평균체   표 편차를 계산하여 군간 균등하게 동물을 배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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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개체식별 : 군 분리 종료 후 사육 상자에는 개체식별카드를 부착 하 고, 개체식별은 유

성매직을 이용하여 개체 식별 법에 따라 꼬리에 표시하 다. 

   환경조건

사육 상자 (종류  크기)

 사육 동물수 

폴리카보네이트 사육 상자 (260Wx420Dx180H(mm), 쓰리

싸인)에 2~3마리 수용

온도 20.9 ~ 22.6℃

습도(상 습도) 39.5 ~ 66.7%

환기회수  방식 10 ~ 15회/시간, 배기 방식

조명시간  양주기
12hr 등/12hr 소등

(7:00 ~ 19:00 조명)

조도   150~300Lux

   사육기재의 세척, 소독  교환회수  동물실 소독방법 

   사육 상자는 1~2 회/주, 이기  수병은 2 주에 1회 빈도로 교환하 으며, 알칼리 계면

활성제(Ultra-Clean Neighbour-PC, (주)이웃사랑) 500배 수용액  계면활성제(Ultra-Clean 

Neighbour-RM300, (주)이웃사랑) 2,500배 수용액을 사용하여 자동 세척기로 세척하 고, 고압

증기 멸균하여 사용하 다. 동물실의 소독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실시하 으며, 소독액은 매일 

마이크로콰쿼트(주성분 : Alkyldim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400배, ECOLAB(주))를 사

용하 다. 

   사료

   ㆍ종류 : 퓨리나 실험용 쥐사료 5057 (Lot No.;STN050328YHJA)

   ㆍ 이 방법  이량 : 이기에 고형사료를 넣고, 자유 섭취시켰다. 

   음수 

   ㆍ종류 : 필터와 유수 살균기를 이용하여 여과․살균된 정제수 

   ㆍ 수방법 : 폴리카보네이트제 음수병(500 mL)에 정제수를 넣어 자유 섭취시켰다.

   시험군 구성

군
투여용량 동물수(개체번호)

(mg/kg) 수컷 암컷

조군 0 5(C-M-1~5) 5(C-F-1~5)

30 kGy 곡류분말

100 5(A1)-M-0.1-1~5) 5(A-F-0.1-1~5)

1,000 5(A-M-1-1~5) 5(A-F-1-1~5)

5,000 5(A-M-5-1~5) 5(A-F-5-1~5)

   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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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반증상 : 투여 첫날은 투여 후 1시간부터 6시간째까지 찰 하 고,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1회 일반 증상을 찰하 다. 

   ㆍ체 측정 : 체 은 투여 당일부터 매일 측정하 다. 

   ㆍ부검 : 찰기간 종료 후 생존 동물에 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육안  이상소견을 찰하

다.

   (아) 통계분석

   조군과 30 kGy 조사 곡류분말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본 연구는 단체 식의 생안 성 확보  품질개선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 을 

때 효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을 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리 성  능  수용

도를 평가하 다. 이를 해 제 1군 탄수화물 원식품(곡류  분류), 제 2군 단백질 원식

품(고기, 생선, 계란, 콩류), 제 3군 비타민 원식품(채소  과일류)과 복합식품에서 각 식품군

별로 단체 식에 많이 이용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학

ㆍ이화학 ㆍ 능학 ㆍ 양학  특성변화 여부를 다각 으로 연구하 으며 방사선 조사된 식

품에 단체 식의 조리법을 용하 을 때 조리 성을 비교ㆍ분석하여 각 식품군별로 단체 식

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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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방사선 이용 목 주식재료 상식품 활용범

제 1군 탄수화물 

원식품

곡류  분류

완제품 품질개선

생안 성 확보
죽

이유식/환자식/

무균식

제 2군 단백질 

원식품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완제품 품질개선

생안 성 확보

쇠고기, 계란, 

흰살생선(동태), 두
죽

이유식/환자식/

무균식

식재료 생화

단체 식 리
돼지고기

갈비찜, 

갈비구이,

주물럭

단체 식/일반환

자식

물성개선 콩
두부, 

콩자반

단체 식/일반환

자식

제 3군 비타민 

원식품

채소  과일류

조리 성 증진

건조채소

(고사리, 호박, 무청, 

무말랭이, 가지)

나물
단체 식/일반환

자식

식재료 생화

건조향신료분말

( , 마늘, 양 , 

후추, 고춧가루)

깍두기
단체 식/일반환

자식

복합식품
완제품 미생물학

안 성 확보

김치볶음밥

마 두부

짜장밥

카 볶음밥

잡채밥

제육덮밥

단체 식/일반환

자식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가) 조사 상자의 선정  자료수집 차

   본 조사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 서

울과 부산을 조사 상자를 추출할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본 조사의 상제품인 건강식품의 경

우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그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단했기 때문이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조사 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건강식품에 

한 심과 이에 한 구매력을 가진 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1일부터 7

일 사이에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상자들의 선정은 서울과 부

산을 구(區)에 근거하여 각각 23개와 15개 지역으로 나  뒤, 서울과 부산의 인구비례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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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비율이 각각 7:3이 되도록 서울의 경우 각 구에서 각각 25명의 조사 상자를 그리고 

부산의 경우 각 구에서 15명의 조사 상자들을 임의로 추출하도록 하 다. 그리고 각 구에서 

조사 상자들을 추출할 때 남녀 비율과 연령비율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 다. 그리

하여 서울의 경우 23개 구에 총 575부가 그리고 부산의 경우 15개 구에 225부가 배포되어 총 

800부가 조사 상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설문조사는 사 에 설문조사방법과 조사 시의 주의사항

에 해서 교육을 철 히 받은 신문방송 혹은 고홍보를 공하고 있는 학부생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와 일 일 면 하는 방식으로 조사자가 한 문항씩 읽

어주고 응답자가 이에 해서 하나씩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차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는 조사자들에 의해서 수거되었으며, 수거된 800부의 설문지  미완성되었거나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791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을 해 사용하 다. 

 

   (나)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건강  건강 리에 한 부분, 건강식품 이용행태, 원자력연구소의 다양한 연

구 활동에 한 인식, 그리고 조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먼 , 건강  건강 리에 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건강에 한 심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제시하 고, 그 다음으로 건강 리에 있어서 식습 , 휴식  수면, 규칙 인 생활, 스

트 스 해소, 운동, 정기 인 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자제, 평소

의 마음가짐, 타고난 체질의 요성 정도, 건강 리를 해 앞의 요소들을 실행하는 정도, 그리

고 건강 련 정보에 한 신뢰정도와 같은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들 문항들에 

한 응답을 5  척도 상(1 :  심이 없다 혹은  그 지 않다 , 5 : 매우 심이 많다 

혹은 매우 그 다)에 나타내도록 하 다. 이러한 문항들 이외에도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가

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그리고 건강 련 지식정도와 같은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다

음으로 두 번째 건강식품 이용행태에 한 부분에서는 한방보약, 보신식품, 양제, 건강보조식

품과 같은 건강식품에 한 섭취경험  재 섭취여부, 재 이용하는 건강식품의 수, 건강식

품 구매 시 지출비용,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요 동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건

강식품 구매 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건강식품에 한 주요 정보원,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 건강식품 구매경험, 건강식품 구매처, 건강식품 구매의향, 구매 불의

향 시 주된 이유, 그리고 건강식품에 한 인식   태도에 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세 번

째 부분에서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에 한 인지여부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에

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과 구매의향에 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는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에 한 문항들

이 제시되었다.

   (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404명으로 체 응답자의 51.1%, 남성이 

387명으로 48.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 가 85명으로 10.7%이고, 30

가 242명으로 30.7%, 40 가 240명으로 30.3%, 50  이상이 224명으로 28.3%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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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구분 집단 응답수 비율

성별

여성 404 51.1

남성 387 48.9

합계 791 100.0

나이

20 85 10.7

30 242 30.7

40 240 30.3

50  이상 224 28.3

합계 791 100.0

학력

졸 이하 35 4.4

고졸 294 37.2

학 재학  졸업 396 50.1

학원 재학  졸업 66 8.3

합계 791 100.0

소득

100만원 이하 68 8.6

100만원 ~ 300만원 380 48.1

300만원 ~ 500만원 240 30.3

500만원 이상 103 13.0

합계 791 100.0

Table 4-1.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단 : 명, %)

   학력에 따라 분류하면 졸이하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35명으로 4.4%, 고졸에 해당되는 응답

자는 294명으로 37.2%, 학재학  졸업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396명으로 50.1%, 학원 재학 

 졸업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66명으로 8.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에 따라 응답자를 분

류하여 보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68명으로 8.6%, 100만원에서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380명으로 48.1%,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

는 응답자는 240명으로 30.3%,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03명으로 13.0%

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RT/BT 이용 개발기술/신재품 시장 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가) 표본추출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여성을 상으로 하 다. 고 화장품과 

같은 비필수 소비재의 경우, 소득수 이 상 으로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도시 

지역의 소비자가 심 타겟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품은 부분 사용자가 직  

구매한다는 특성 때문에 20 에서 40 까지의 여성으로 조사 상을 한정하 다. 체 표본수를 

800명으로 하고 200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나타난 서울과 부산의 20 부터 40 까

지 여성의 인구비에 따라 서울 575명(71.9%), 부산 225명(29.1%)으로 배분하 다. 서울과 부산

지역을 구(區)를 기 으로 각각 23개와 15개 지역으로 구분하 다. 서울의 경우 조사지역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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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설문지를 할당하 으며, 부산지역은 조사지역당 15부의 설문지를 할당하 다. 부산의 경

우, 경험 있는 조사원들이 고 가  많은 수의 조사원을 참여토록 하는 교육  목 에 따라 

조사부수를 상 으로 게 할당하 다. 연령별 직업별 비율은 주요 목표 소비자집단이 구매

력이 높은 은층임을 감안하여 의도 으로 조정하 다. 연령별 비율은 20 와 30 는 40%, 40

는 20%를 할당하 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20 의 경우 학생과 직장인의 비율을 50:50으로 맞

추도록 하 으며, 30 의 경우는 직장인과 업주부의 비율을 50:50으로 맞추도록 하 다. 조사

원들에게는 사 교육을 통해 가  제시한 연령별․직업별 비율을 맞추도록 주지시켰다. 그러

나, 불가피한 경우 1～2명의 차이는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한 조사원에게 25부가 할당된 

경우의 연령별․직업별 조사자 분포는 다음 Table 4-2와 같다. 

연령 부수 직업군

20세 이상～29세 이하(40%) 10부
학생(5) : 직장인 (5)

* 업주부  기타직업 2명 이내 포함 가능

30세 이상～39세 이하 (40%) 10부
직장인(5) : 업주부 (5)

* 업주부  기타직업 2명 이내 포함 가능

40세 이상 (20%) 5부 직업 무상

Table 4-2. 연령별․직업별 조사 상 사례(25명 기 )

   조사원은 2003년 2학기 재 서울의 서강 학교와 부산의 신라 학교에서 ‘조사방법론’ 혹

은 체과목을 수강한 학생 가운데 선발하 다. 조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모두 여학생을 조사

원으로 선발하 다. 선발된 조사원들을 상으로 사 교육을 실시하 다. 사 교육에서는 먼  

조사원들로 하여  설문지를 1부씩 응답해 보도록 한 후, 한 문항씩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그 다음 조사방법과 조사시의 주의사항에 해 설명하 다. 특히, 본 조사는 조사원과 응답자

와의 일 일 면 조사임을 강조하고 수하도록 주지시켰다. 그리고 설문지의 문항과 지시사항 

이외의 질문에는 답하지 말 것과 응답자가 잘 모르는 문항에 해서는 응답을 강요하지 말도

록 교육하 다. 무응답 자체가 의미있는 조사결과일 수 있으며, 자칫 강요된 응답은 조사의 타

당도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조사는 철 히 응답자와의일 일 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 다. 조사자가 한 문항씩 읽어주고 응답자가 이에 하나씩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다. 즉, 복수의 응답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지시켰다. 실제 조사는 9월 29일

부터 10월 3일 사이에 실시하 다. 조사 후, 조사원 각자 응답지 검과 코딩쉬트 작성을 거쳐 

10월 6일과 7일 설문지 일체와 코딩쉬트를 회수하 다. 

   (나)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피부 리 형태에 한 부분, 화장품 이용행태에 한 부분, 첨단과학기술  

방사선 조사기술 그리고 이를 이용한 화장품에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  특성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리에 한 부분에서는 먼  피부고

민경험에 한 문항을 제시하고 여기서 피부고민경험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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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두 번째 화장품 이용행태 부분으로 건 뛰도록 하 으며, ‘약간’ 는 ‘많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들에 해서만 고민스러운 피부문제, 피부고민 상담원, 피부고민해결 정보원, 피부 리

에 유용한 정보원, 피부고민해결 노력정도, 피부고민해결을 한 노력정도, 피부 리에 있어서 

화장품의 도움 정도, 화장품이 어떤 피부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에 한 문항들을 

제시하 다. 이러한 문항들 에서 고민스러운 피부문제, 피부고민해결 정보원을 비롯한 몇 문

항에 해서는 단일의 응답을 강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해서 응답자들로 

하여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 다. 두 번째 화장품 이용행태와 련된 부분에서는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 화장품에 한 정보원, 화장품에 한 가장 유용한 정보원,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

정시 향요인, 화장품 구매장소, 화장품 구매비용, 사용 인 기   기능성 화장품, 기 화

장품 선택시 고려요소, 재 사용 인 화장품의 장   단 과 련된 문항을 포함하 다.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 화장품에 한 정보원 등 몇몇 문항에 해서는 역시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해서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 다. 한 사용 인 화장품의 장단 에 한 문항과 

련하여 응답을 강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왜곡된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해서 장  

는 단 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다음 문항으로 건 뛰도록 하 다. 세 번째 부분에서

는 먼 ,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존에 알려진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과 련된 문

항들을 제시하 는데, 이에 한 인지, 인지에 한 정보원, 추가 으로 알고 싶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 등과 련된 문항들을 포함하 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첨단기술

과는 별도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해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 이에 한 정보원,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용분야 는 사례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과 이에 한 사

용의향에 한 문항을 제시하 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의 인지 그리고 방사선 조사기술

의 인지에 한 문항 등 추가 인 질문이 제시된 문항에서는 이에 해 들어본 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해서는 이와 련된 추가 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 다음 문항으로 건

뛰도록 하 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령, 학력, 수입, 직업 등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포함하는 문항을 제시하 다.  

   (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Table 4-3), 먼  연령에 있

어서 10 가 2.3%, 20 가 44.0%, 30 가 36.2%, 그리고 40  이상이 17.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응답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보았을 때, 졸이하가 1.9%, 고졸이 24.9%, 졸 는 

학재학이 63.8%,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이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과 졸 는 

학재학이 체 응답자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한 소득별로 보면, 응답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체의 3.9%, 10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18.5%, 201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 32.9%, 301만원 이상～500만원 이하가 

31.3%, 501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가 11.6%,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이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가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응답자들 에서 직장인은 38.5%, 학생은 28%, 업주부는 25.1%, 그리고 기타직업은 8.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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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본 추출시 서울과 부산의 인구비

에 따라 표본을 배분한 결과, 응답자들의 71.4%가 서울에 28.6%가 부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분  빈도수  체% 유효%  %

연령

    만 19세 이하     18    2.3    2.3    2.3

    만 20세 이상 - 29세 이하    346   44.0   44.0   46.3

    만 30세 이상 - 39세 이하    284   36.0   36.2   82.4

    만 40세 이상    138   17.5   17.6  100.0

    합         계    786   99.9  100.0

 학력

    졸이하     15    1.9    1.9     1.9

    고졸    195   24.8   24.9    26.8

    졸 는 학재학    500   63.5   63.8    90.6

    학원 졸 는 재학     74   9.4    9.4   100.0

    합         계    784  99.6  100.0 

직업

    직장인    303  38.5   38.5    38.5

    학생    220  28.0   28.0    66.5

    업주부    197  25.0   25.1    91.6

    기타     66   8.4    8.4   100.0

    합계    786  99.9  100.0

 소득

    100만원 이하     30    3.8    3.9     3.9

    101 - 200만원 이하    143   18.2   18.5    22.4

    201 - 300만원 이하    254   32.3   32.9    55.2

    301 - 500만원 이하    242   30.7   31.3    86.5

    501 - 1천만원 이하     90   11.4   11.6    98.2

    1천만원 이상     14    1.8    1.8   100.0 

    합        계    773   98.2  100.0

지역

    서  울    562   71.4   71.4    71.4

    부  산    225   28.6   28.6   100.0

    합  계    787  100.0  100.0

Table 4-3.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3) PEST모델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송 상물 제작  방

   (가) 제작방법  과정

   상물 구성안

===================================================================

■ KTV 방사선 조사 식품 련 로그램            구성안

===================================================================

< 롤로그>

# 식 독 련 뉴스 자료 편집            ( 장음) 

  수해 련 뉴스 자료 편집              

 지난여름, 우리 사회를 가장 긴장시켰던 사건  하나는 바로 30개 학교, 2천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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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 독을 일으켰던 사상 최악의 단체 식 사건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주목이 시작

된 것은 방사선 조사 기술. 방사선 조사 식품... 그 안에 숨겨진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
Title  21세기 인류의 선택, 방사선조사식품

□□

< 문가 ST 오 닝>

지난 1세기 동안 인류는 생존에 한 가장 큰 요소 의  하나인 미생물을 퇴치하기 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 히 미생물은 인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을 통한 질병의 는 새로운 공포의 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집단 식 독을 지켜봤던 부분의 가정들은 더욱 철 하게 생 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 아 트 경        

# 식사 비하는 주방 가정 소개...

#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고

* 엄마 int

 - 에는 많이 사서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만큼만 산다. 아니면 꽁꽁 얼려둔다. 

# 손씻는 아이

# 식사하는 가족 

# 음식 하나 하나 C.U

* 엄마 인터뷰

Q. 어떻게 생 리를 하나?

A. 유통기한 신경쓰고 아이들 잘 씻기고, 남은 음식 빨리 먹고 행주 같은 것을 생 으로 처

리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균이라는 게 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

# 식사하는 아빠 모습

* 아빠 인터뷰  

- 식사는 심, 녁은 주로 밖에서 한다. 고기나 생선은 불안할 경우가 많다.

<회사 식당>

# 식당 외경, 간

# 식당 내부 S.K

  올 여름 집단 식 독 사건을 지켜 야했던 사내 식당들은 아직도 그 기억을 지워내지 못하

고 있다.

* 조리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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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날 그날 받고 검수도 꼼꼼히 하고 야채, 육류도 온도 확인을 한다.

# 온도 확인 모습 

# 조리실 내부 시스템

# 음식 조리 모습

  식 독 사건이 한번 터지면 형 사고가 될 수밖에 없는 단체 식. 식 독 방에 더욱 철

할 수밖에 없다. 

* 조리사 인터뷰

 - 업체에서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류나 생선은 으로 확인할 수 없어 힘들다.

# 식사하는 직원들 모습 

# 노로 바이러스 사진 

  올 여름 학교 단체 식의 식 독 원인으로 밝 진 식 독균은 노로바이러스.

C.G 1.                                   

* 노로바이러스,  NLVs(Norwalk-like viruses)

 -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 지역에서 집단 발병된 바이러스

 - 심각한 험은 없으나 구토, 설사, 탈수 증세

  노로바이러스는 19....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 지역에서 집단 발병된 바이러스로 심각한 험은 없으나 구토, 설

사, 탈수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식품이나 음료수를 통해 염되는 이 바이러스는 염력이 매우 

강해 집단 식 독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 무엇보다도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항생제

가 개발되지 못했고 식품에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천 살균이 요하다.

* 성모자애병원 최정  선생님 인터뷰

- 식 독이라는 것이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청결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경로에서 생산되고 조리된 음식을 먼  많은 사

람들과 을 하기 때문에 식 독이 한번 발생하면 형 사건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C.G 2.

* 국내 식 독 발생률 

 - 작년 비 40% 증가 (구체  숫자 제시)

 - 신문자료 120명, 350명. 단체사고 등의 숫자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국내 식 독 발생률을 보면 알 수 있다.

< 문가 ST 릿지>

  20세기 들어서 인류가 거의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식품 염성 병원균들이 새로운 변이종을 

만들어 인류의 노력을 무력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다고 믿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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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냉동 식품에 내한성 병원균들이 침범하고 있어 험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 으로 

등장한 더 큰 문제 은 국제간 교역이 빈번해 지고 식품이 장거리로 유통됨에 따라 지역 으

로 발생하던 식품 염병이  세계로 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 이미지

  의학기술과 보건 생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 한 매년 식품 오염균에 의한 질병건수가 650

만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9천 여명이 사망, 이에따른 직, 간  경제손실 한 연

간 65억달러 이상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다 효과 인 식품 생화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  가장 인정받고 것이 바로 방사선 조사 기술이다.

# 개발 당시 신문 자료

  한국 한 1990년 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식 독을 방하고 안정한 식자재를      공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방사선 조사 기술을 개발해 냈다.

CG 3. * 방사선 조사 식품이란?  

  식품 조사란 식품을 일정시간 동안 이온화 에 지, 즉 방사선 에 지에 노출시켜 필요한 효

과를 가져오는 처리방법을 말하며 이 게 처리된 식품을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한다. 

# 감자 등 실험실 화면

  방사선 에 지에 노출시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발아억제, 숙도지연,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

품에 오염된 병원균과 기생충 등의 사멸이다.

# 과일, 고기, 감자 등에 방사선 조사하는 모습

  그 다면 방사선 조사식품의 장성은 조사를 안 한 경우에 비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

을까?

# <실험 사례>

 - 방사선 조사한 과일 VS 안 한 과일

 - 방사선 조사한 감자 VS 안 한 감자

 - 방사선 조사한 고기 VS 안 한 고기

 - 방사선 조사한 김치 VS 안 한 김치

  방사선 조사 1주일 후, 주방사선을 조사한 과일이 숙도가 지연되고,                  방사

선을 조사한 감자에서는 발근이 나타나지 않았고, 방사선을 조사한 닭고기에서는 시간이 지나

도 부패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방사선을 조사하면 식품을 장기간 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치의 산도 비교 실험

  김치의 산도를 조사한 실험에서도 방사선을 조사한 김치는 산도의 변화가 없이   신선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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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4. * 방사선 조사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균 방을 해 기존에 사용된 방법으로는 고온에서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분해되는 물

질에 해 평균 70도의 온도에서 살균하는 온 살균과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고온 살균, 생산

과정에서 바로 냉동하는 속냉동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잔여 미생물을 남길 가능성이 있고 살균 방법의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문가 인터뷰 (31:46)          

Q.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이 필요한 이유?

- 우리나라의 식품조사능력은 매우 높은 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사고가 계속 나는 이유는 병원균을 

  히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방사선을 사용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CG 5. 

* 가열 살균 등 다른 방법들과 방사선 조사 후의 잔류 미생물 비교

 - 비교 수치 제시

  온살균, 냉동 처리 등 식 독 방을 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 후와 방사선 조사 후의 

미생물 잔류유무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 방사선 조사를 했을 때만이 남아있는 

미생물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 문가 인터뷰

- 방사선은 가열할 수 없는 식품에 유용하다.

- 기존의 살균 방법에는 환경오염과 험성을 안고 있다.

CG 6. 

* 방사선 조사 기술의 장  

  - 잔류 성분이 없다.

  - 연속 처리 공정이 가능하다.

  - 타 가공 방법에 비해 에 지 소요량이 다

  - 냉동식품살균이 가능하며 품질 변화가 없다.

  - 포장 후 살균, 살충이 가능하다.

  방사선 조사 기술의 장 은 잔류 성분이 없으며 연속 처리 공정이 가능하고 타 가공 방법에 

비해 에 지 소요량이 다. 한 냉동식품살균이 가능하며 포장 후 살균, 살충이 가능해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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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7.

 * 방사선 조사 후 식품의 온도변화  양소 괴 정도

 - 수치 제시

  방사선 식품 조사는 비열처리, 냉온살균 가공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식품의 내부 온도 상승

이 거의 없어 식품의 양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 이다. 

* 문가 인터뷰 (26:00)

- 90년  이후 안 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CG 8. 

* 지도에서 국가 표시하면서 나 이션 진행

* 지도에 군 식량, 우주인 식량 등 이미지 삽입

  이러한 식품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21년 육류의 기생충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해 미국이 

최 로 방사선 조사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미국에 이어 1930년  랑스에서식품의 장기보

을 해 이 기술을 사용했으며 1940년  제2차 세계  동안 분유와 채소류의 안 한 장을 

해 네덜란드에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사용했다. 한 1950년  들어 식품조사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어 1960년  군비축식량  우주인식량으로 이용되었다. 우주에서는 음식 속

에 남은 미생물이 치명 인 세균으로 변할 수 있는데, 100% 멸균된 방사선 조사 식품은 우주

식량으로 최 인 것이다. 1970년  일본을 시작으로 감자의 발아억제 등 상업 으로 방사선 조

사 기술이 사용되었다.그리고 1980년  국제식품규격 원회의 공식 인 추천으로 본격 인 식

품 방사선 조사의 상업화가 시작되었다.

< 문가 ST 릿지>

  1990년  들어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선진국보건당국이 주

도하여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에 한 과학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보증하면서 산업화와 

실용화가 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미생물균의 노출이 쉬운 패스트푸드 의 

햄버거용 고기, 군용식량, 환자용 멸균유동식 등 방사선 조사 기술의 사용 범 가 매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련화면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색육에 병원성 장균 O157을 방재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를 사용허가 했다. 한 2000년 2월 미국은 수출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육류  

부산물에 감마선 조사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002년 미국내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 

육류 사용을 면 승인하기에 이르 다.

# 미국 당시 신문자료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은 미국 학교에서 햄버거 식 독 사고를 이는 데           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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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한 것으로 최근 조사되고 있다.

CG 9. 

*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후 미국 식 독 발생률 그래

  CDC(미국 질병 책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방사선 조사 식품을 사용한 후부터 미국 내 식

독 발생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문가 ST 릿지>

  방사선 조사는 인류의 식량 확충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세계 식량의 

25% 이상이 해충, 오염, 부패 등으로 손실되고 있으며 식량의 일부는 병원성 장균이 발생하

며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식량에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식량 손

실과 병원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쓰나미 참사 화면

  30만명의 사망자... 500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20세기 최 의 자연 재앙 쓰나미.

# 쓰나미 사태 

- 재해 식량 지 되는 모습

  2004년 12월 남아시아 일 를 덮친 거 한 지진 해일은 살아남은 자에게는  하나의 재앙

을 안겨 주었다. 그 것은 바로 식량 재해 다. 이 때 식품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방사선 조사 식품이었다.

# 식사하는 수재민들.

  재해가 났을 때, 음식물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부패 없이 안 하게 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방법인 방사선 조사인 것이다.

*  변명우 박사 인터뷰    

 - ~환경 괴, 지구 온난화, 재난 사고 등 이재민 발생시 가장 요한 것은 안 한 식품공 이

다. 쓰나미 때도 방사선으로 안 한 식품을 제공했다.

 -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든다. 국민 보건 차원에 큰 이득이다.

CG 10. 

 * 식품의 방사선 조사 이용 황

  - 2004년 재 세계 52개국 

  - 미국 47가지, 국 43가지, 랑스 41가지 품목 등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이제  세계 52개국 230여종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 기구는 모든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문가 ST 릿지>

   세계 52개국, 230여종의 식품에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 기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

라 사람 부분은 방사선조사식품에 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편견의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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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지워내야 할 편견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거리 인터뷰 

- 좋은 양분이 방사선 쪼 을 때 사라지지 않을까.

- 안  식품은 없는 거 같다.

- 별상식이 없어 못 믿겠다.

- 요즘시 에 안 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CG 11. *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 은 무엇인가?  

* 문가 인터뷰                   

Q.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  (29: 50)  

- 방사선 조사 식품은 방사선 동 원소에서 나오는 물질만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

Q. 방사선과 방사능의 구별? (30:25)

- 방사선은 빛 자체이며 방사능은 물질이다.

<실험화면>

# 연탄불 에 석쇠 올려놓고 고기 굽는 모습

# 화면 분할되면,

# 왼쪽엔 연기가 고기를 통과해  고기 구워지고

# 오른쪽엔 연탄재를 고기 에 뿌려지고

  쉽게 말하면, 방사선은 연탄으로 고기를 구을 때, 연기가 고기를 통과해 맛있게 구워 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방사능은 고기에 연탄재를 뿌려 오염되어 먹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CG 12.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유 자 변이를 가져오지 않는가?  

* 문가 인터뷰 (32:40)    

- 유 자 변이 식품과 방사선 조사 식품은 완 히 다르다.

# 비교 화면 

  동물을 상으로, 사람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돌연변이, 다배수 염색체 등 유 인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다. 단 색깔이나 냄새, 씹었을 때의 질감 정도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

지만 양소 괴  유 자 변이 등의 험이  없다.

* 문가 인터뷰 

- 방사선 조사는 에 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양소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나쁜 향을 미치

지 않는다.  얼마를 쪼이느냐 상한선도 필요 없다.

# 그린피아, 방사선 조사하는 모습

  재 우리나라에서 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오랜 연구와 검증단계를 거쳐 이제 막 실

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우주 김치 

  한 한국 방사선 연구소는 한국 최  우주인을 한 ‘우주 김치’를 개발했다.  세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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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식량으로 검증받은 식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 김치’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시장에서 입증 다는 반증한다.   

* 변명우 박사 인터뷰 (06:45)

- 한국의 방사선 조사 기술은 미국 못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G8개 국에 들어간다.

  문제는 소비자와 정부 간에 사회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국회 경

# 랭카드

# 모여드는 사람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양사 회의 행사. 이 날 세미나의 주제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정성에 한 것이었다.

# 세미나 장( 장음 잠깐 살리고~)

  방사선 조사 식품의 화를 해 주부들을 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다.

* 국회 세미나 참석자들 인터뷰 (14:32/08:10)

Q. 세미나를 듣고난 이후의 생각은 어떠한가?

- 몰랐던 거를 들으니까 공부가 많이 되었다.

- 세미나 들으니까 믿음이 간다.

  식품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안 한 것을 확실히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계자 인터뷰 (12:46) 

- 모든 국민이 제 로된 지식을 갖고 -- 세계  추세--안 하게 보  

# 방사선 조사 식품 인증 마크

# 마크 모양 차례로 그려지고 

  각각 모양의 의미 설명... 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 표시기 에 

따라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는 포장 는 용기에 직경 5cm 이상의 크기로 조사 마크를 표시해

야한다고 하고 있다. 

<에필로그>

* 변명우 박사 인터뷰 (07:46)

Q. 국내 방사선 조사 식품의 향후 발  방향?

- 2000년  까지 반  이유는 방사선 식품의 안 성에 한 문제 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정비해 나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 문가 ST 클로징>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세계 식품의 25% 손실을 막을 수 있으

며 여름뿐 아니라 사계  내내 우리를 하는 식 독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국가  재난시에도 안 한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방사선 조사 기술과 함께 식품 장의 새로운 미래를 기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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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오르면서 엔딩.

 - 평균 10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 , 양학 ,

   미생물학 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WHO/IAEA/FAO)

 - GATT 다자간 교역 정에 따른

  UR 정에서 채택된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국제  통상에서 장려될 것이다...  (FAO/IAEA 식품보존국장)

 - 기아와 식인성 질병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방사선 조사뿐이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나) 상물 나 이션 (KTV방 분)

===================================================================

■ KTV 방사선 조사 식품 련 로그램 나 이션  

===================================================================

Title 안 한 식탁을 향한 한걸음, 방사선조사식품

# 국회 경

# 랭카드

# 모여드는 사람들 (8“)

  2006년 7월 27일, 국회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세미나의 주제는 방사선 조사 식

품의 안정성에 한 것이었다.

* 장음 흘리고)

# 안경 쓴 남자 (10“)

  식 독 방의 새로운 안으로 등장한 방사선조사식품. 이에 한 사람들의 심도 매우 각

별했다.

* 안명옥 국회의원 인터뷰 (10:39)

# 음식들 (9“)  

  안 한 식탁을 향한 첫걸음으로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 식품. 그것이 우리

에게 가져다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 문가 ST 오 닝

* 길거리 인터뷰

* 집단 식 독 뉴스(뉴스 장음 흘리고~)

# 단체 식, 병원 검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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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 노로 바이러스 (25“)

  올 여름, 큰 이슈가 던 학교 단체 식 사태. 그 원인으로 밝 진 식 독균은 바로 노로 

바이러스 다. 구토, 설사, 탈수 등의 증세를 불러오는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식품이나 음료수

에 극소량이 생존해 있다가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사이) 노로 바이러스는 염력이 매우 

강해 집단 식 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G 집단 식 독 발생 원인

 - (10“) 최근 들어 격히 늘어난 집단식 독 발생원인  가장 높은 비율인 30%를 차지한 것

이 바로 노로 바이러스다.

* CG 노로 바이러스 감염원 

 - (10“) 조사 결과, 노로 바이러스의 감염원  57%가 식품이었고 23%는 원인 불명으로 밝

져 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의사 인터뷰

# 식당, 음식물 보존 (20“)

  회사나 학교 등 단체 식을 하는 형 식당의 경우, 식자재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철 한 리가 더욱 어려운 상태다. 그만큼 식 독이 발생했을 경우원인을 찾는 것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 양사 인터뷰 

# 보존식 SK (8“)

  만일 하나, 식 독이 발생했을 경우 식 독 발생 경로와 원인균을 찾아내기 해 보존식 

한 꼼꼼하게 챙겨 놓는다.

* 김소연 양사 인터뷰

# 식사하는 직원들 (12“)

  매일 매일 식당에서 심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직장인들... 이들에게 안 한 식사를 제공하

는 것은 한 개인, 한 식당의 의무가 아닌 우리 사회 체의 의무일 것이다.

* 직원 인터뷰

# 과일 씻고, 식자재 유통 (24“)

  21세기로 어들면서 국가간 자유무역 정이 세계화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지역 내

에서 수확되는 식품만으로 식탁이 차려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식품이 장거리로 유

통됨에 따라 지역 으로 발생하던 식품 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근본 인 방 없이는 식 독의 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다.  

# 정읍 외경 (10“)

  이러한 식 독의 험을 감지한 방사선 연구소에서는 안 한 식품의 유통과 보존을 해 

1980년 부터 방사선 조사 기술을 연구, 개발해왔다. 



- 510 -

# 방사선 조사 기계 (20“)

  식 독의 험을 방하고 안 한 식자재를 공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WHO 등의 국제기

구와 선진국에서는 보다 효과 인 식품 생화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재까지 

개발된 기술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방사선 조사 기술인 것이다.

* 문가 인터뷰 

# 그림 CG

  방사선 식품 조사란 식품을 일정시간 동안 방사선 에 지에 노출시켜 필요한 효과를 가져오

는 처리방법을 말하며 이 게 처리된 식품을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한다. 

# 상한 사과, 감자  

# 상한 고기, 안상한 고기 (17“)

  (조  빨리) 방사선 조사 1주일 후.. 방사선을 조사한 과일과 감자는 숙도가 지연되고, 발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사선을 조사한 닭고기에서 한 부패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방사선을 조사하면 식품을 장기간 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치실험 (7“)

  김치의 산도를 조사한 실험에서도 방사선을 조사한 김치는 산도의 변화 없이 신선도를 유지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숫자, 끓이고, 기계 넣고 (15“)

  병원균 방을 해 기존에 사용된 방법으로는 고온살균, 온 살균, 속냉동, 화학훈증, 오

존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잔여 미생물을 남길 가능성이 있고 살균 방법의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CG <방사선 조사 후 병원균 생존율>

 - (15“)  식품의 장기보  시, 병원균 방을 해 주로 쓰이는 화학훈증제와 오존처리를 비교

한 결과 이들 방법에서는 장균과 기타 미생물이 검출된 반면 방사선 조사를 거친 식품에서

는 병원균들이 사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가 인터뷰

CG <방사선 조사 후 식품의 양소 변이> 

 - (15“)    방사선 조사 후 식품의 양소 변이를 살펴보면 고춧가루, 참깨의 총 페놀 함량

은 2% 미만으로 감소하 으며 엽록차의 맛과 색상, 그리고 과일 식 의 산도 등에는 변화

가 없었다.

# 햄 검사 (17“)

  한 재 식품 공 에 규정된 최 치인 10kGy의 방사선을 조사해도 온도 상승은 약 2.4도

에 불과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등 양소의 질  손실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아주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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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식품의 방사선 조사 이용 황

 - (16“)  방사선 조사 식품은 이제  세계 52개국 230여종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세계보건

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 기구는 모든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문가 ST 릿지

* 거리 인터뷰 

자막 *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 은 무엇인가?

* 이주운 박사 인터뷰 

# 고기 굽는 식당 모습 (15“)

  쉽게 말하면, 방사선은 연탄으로 고기를 구을 때, 연기가 고기를 통과해 맛있게 구워 지는 것

과 같은 원리이고.. 방사능은 고기에 연탄재를 뿌린 경우로 오염되어 먹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자막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유 자 변이를 가져오지 않는가?  

* 이주운 박사 인터뷰 

# 실험실 (16“) 

 - 실험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 식품에서는 돌연변이, 다배수 염색체 등 유 인 문제와 양

소 괴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단 색깔이나 냄새, 씹었을 때의 질감 정도는 어느 

정도 변화가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단체 회장 인터뷰 

* 문가 ST 릿지 

# 미국 학교 모습 (25“) 

  미국 한 학교 식의 식 독 험으로부터 외일 수는 없었다. 2000년 이후로 격히 증

가한 학교 내 세균성 식 독 방을 해 미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방사선조사식품이었

다. 2000년 2월 이미 수출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육류와 부산물에 감마선 조사 기술을 도

입한 미국은, 2002년 학교 단체 식에 방사선 조사 육류 사용을 면 승인하기에 이르 다.

* 문가 인터뷰

CG  *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후 미국 식 독 발생률 그래

 - (15“)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은 미국 학교에서 햄버거 식 독 사고를 이는 데    큰 기여

를 한 것으로 최근 조사되고 있다. 미국 질병 책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방사선 조사 식품을 

사용한 후부터 미국 내 식 독 발생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린피아, 방사선 조사하는 모습(13“)

  재 우리나라 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오랜 연구와 검증단계를 거쳐 이제 막 실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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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 식품 조사에 사용되는 방사선 

  Co-60(코발트), Cs-137(세슘) 등 방사선 동 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 사용

# 자막 나갈 때 (12“)

  식품 조사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Co-60,코발트와 Cs-137,세슘 등 방사선 동 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사용한다.

* 김동미 장 식약청 인터뷰

CG <방사선조사식품 허용 범 >

 - (14“)  재 국내 방사선조사 허용식품은 총 26종으로 감자, 양  등의 발아 식품과장류. 건

조야채 등이다. 한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식품은 각종 육가공식품과 축육, 수산제품 등이 있

다.

# 그린피아 시품 (14“)

  방사선 조사 기술의 허용범 는 비단 음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음식뿐 아니라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과 화장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에까지 리 사용되고 있다.

# 우주인 자료화면 (30“)

  특히 철 하게 멸균처리가 되어야 하는 우주식품에도 방사선이 쓰이고 있다. 우주에서 발생

한 병원균은 인체에 치명 일 수 있고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장기 보 이 필요해 더욱 철 한 

살균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한 김치를 완  발효시켜 방사선으로 미생물을 제거한 뒤 건조 상태로 만든 우주김

치를 개발했다. 이로써 한국 방사선 기술 능력을 세계시장에서 입증 받는 계기가 다.

* 변명우 박사 인터뷰

# 꽃밭 (13“)

  가을 들꽃이 만발한 강원도. 언제 폭우가 쏟아졌었냐는 듯 자연은 이미 지난여름 수해의 악

몽을 까맣게 잊은 것 같다.

# 평창 수해지역 (13“)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 에는 수해의 상처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망, 

실종자만 50여명... 1168세 , 29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집  호우 피해. 

# 할머니 보이고 (14“)

  강원도 평창에는 아직도 보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 컨테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

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 밥 먹는 부부 

(부부 모습 흘리고~)

# 음식 보 , 라면박스 (13“)

  생활기반이 제 로 마련되지 못한 이들에게 수해의 악몽은 지나갔지만 아직 식 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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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보  창고 (15“)

  이재민들을 한 음식보 창고. 각종 사단체에서 지 한 음식들이 많이 쌓여있긴 하지만, 

이 한 생 이거나 장기 보 이 안 하게 보장된 상태는 아니다.

# 수해자료 (15“)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수해. 이 게 수해와 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가

장 큰 고심거리는 바로 생 인 음식물의 수송이다.

# 수해로 엉망된 농작물  

# 물에 젖은 식품들 (15“)

  수해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지는 것은 각종 세균들. 이러한 세균들로 인한 2차 염병 피

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물과 식품인 것이다.

* 이주창 십자 사회 회장

# 양사 회 행사장 (10“)

  올 여름 단체 식 사태를 계기로 식품 생과 련한 책 마련을 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양사 회 행사.

# 음식 썰고, 빵, 야채 끓이고 (15“)

  (화면 조  보다가) 이 행사에서는 단체 식의 생과 안 성을 보장하기 한 새롭고 다양

한 방법들이 소개, 시되었다.

* 손숙미 양사 회 부회장(카톨릭  교수)인터뷰

# 설명 듣는 모습 (15“) 

  고온살균, 온살균, 냉동가공, 진공 처리 등 식 독 방을 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된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방사선 조사 식품이었다.

* 박연화(행사 람객) 인터뷰

# 마크 

  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 표시기 에 따라 방사선 조사된 식품

에는 포장 는 용기에 직경 5cm 이상의 크기로 조사 마크를 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변명우 박사 인터뷰

* 문가 ST 클로징

* 자막 오르면서 엔딩

   (다) 문  시나리오

============================================================= 

■ Food Irradiation on KTV                    narration 

============================================================= 

Title:  One Step Toward a Safer Dinner Table: Food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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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경 

# 랭카드 

# 모여드는 사람들 (8")  

  On July 27th, 2006, a special seminar was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main subject of this seminar was the safetyof irradiated foods. 

* 장음 흘리고) 

# 안경 쓴 남자 (10") 

  Food irradiation is being considered as an innovative approach in the fight for food 

safety. The seriousness of the issues surroundingfood irradiation and food poisoning 

motivated the audience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opic. 

* 안명옥 국회의원 인터뷰 (10:39) 

# 음식들 (9")  

  Food irradiation has been getting worldwide attention as a way of taking the first steps 

toward a safer dinner table.What benefits can be legitimately expected from this treatment? 

* 문가 ST 오 닝 

* 길거리 인터뷰 

* 집단 식 독 뉴스 뉴스 장음 흘리고~) 

# 단체 식, 병원 검사 모습 

# 신문 기사 

# 노로 바이러스 (25")  

  This summer, school food poisoning incidents beca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Korea. 

Norovirus bacteria was diagnosed as the cause of the poisoning. Only extremely small 

amounts of norovirussurviving in food or liquid can lead to serious infection.Norovirus 

symptoms include vomiting, diarrhea and dehydration.  

  This virus is highly contagious and thus easily transmitted in close-contact environments, 

leading to outbreaks of group food poisoning. 

* CG Causes of Group Food Poisoning

 (10") 

  There has recently been a dramatic increase in group food poisoning incidents. The most 

common cause of the food poisoning was norovirus, which accounted for 30% of the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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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Causes of Norovirus Infection  

 (10") 

  It has been reported that out of the causes of norovirus infections, 57% of all norovirus 

outbreaks were found to be from food products. However, the cause of the remaining 23% 

of cases is still unknown thus increasing the dangers of exposure to norovirus infections. 

* 의사 인터뷰 

# 식당, 음식물 보존 (20") 

  Large-scale cafeterias that serve schools or companies usually receive foodmaterials 

through complicated delivery channels.Because of this complicated chain sourcing raw 

materials,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rigorous food safety inspection system. Therefore, 

when food poisoning occurs, it will be difficult to locate the root source of the food 

poisoning. 

* 양사 인터뷰 

# 보존식 SK (8") 

  If a food borne disease outbreak occurs, food samples are carefully collected and stored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infection. 

* 김소연 양사 인터뷰 

# 식사하는 직원들 (12") 

  These days, most businesspeople do not bring lunches prepared in the home. Offering a 

safe meal to them should be a socialresponsibility, not merely an individual or single 

restaurant's obligation. 

* 직원 인터뷰 

  Moving into the 21st century,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becoming a worldwide 

trend. Thus,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to present meals made only from local produce. 

# 과일 씻고, 식자재 유통 (24")  

  As modern food systems provide long-distance delivery capabilities, food-borne disease 

can easily travel to rural areas.Given this situ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be free from the 

danger of food poisoning without some fundamental form of prevention. 

  Being aware of the potential dangers of food poisoning, the Radiation ResearchLaboratory 

has been researching food irradiation since 1980 in order to preserve and deliver safe food 

products. 

# 정읍 외경 (10") 

# 방사선 조사 기계 (20") 

  To prevent the danger of food poisoning and to provide safe food products,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HO, have been 

focusing on developing food sanitation technology and its related systems. Among the 

treatment systemsdeveloped so far, food irradiation is viewed as the m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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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 문가 인터뷰 

# 그림 CG 

  Food irradiation is a means of food preservation by which food is exposed to an 

irradiation energy source. During the process, a certain amount of radiation is absorbed to 

produce the desired effect.The produce obtained from the treatment is called irradiated 

food. 

# 상한 사과, 감자  

# 상한 고기, 안 상한 고기 (17")

  One week after conducting food irradiation treatment ……

It has been found that the treatment delayed the growth and maturation processes such as 

the ripening of fruits or sprouting from potatoes. In addition, organisms causing food 

spoilage have not been found in irradiated chicken. 

(The research result has confirmed that irradiation can be effective in lengthening product 

life.) 

  Acidity tests with Kimchi also proved that irradiated Kimchi maintains its 

freshnesswithout showing changes in acidity levels.  

# 김치실험 (7") 

# 숫자, 끓이고, 기계 넣고 (15")  

  Methods for preventing food from being contaminated by pathogenic bacteria include 

ultra high temperature treatment (UHT), low temperature processing, snap-freezing, chemical 

fumigation and ozone treatment.Unfortunately, these methods still have inherent potential 

limitations for food sterilization, and it is possible for bacteria to still survive these 

methods. 

CG Bacteria Survival Rates after Irradiation

- (15") 

  It has been reported that pathogenic bacteria have not been found in irradiated food 

even after long storage periods. In contrast,coliformsand other kinds of microorganisms 

were found in food products that had received chemical fumigation or ozone treatment. 

* 문가 인터뷰 

CG Nutrient Level Changes After Irradiation

  Research has shown that nutrient levels have not been altered by irradiation. For 

example, phenol losses of less than 2% have been found in red pepper powder and sesame 

seeds. In addition, acidity levels in fruit vinegar and the taste and color ofleaf tea were no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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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doses of 10kGy, the maximum limit allowed under the 

Food Code, raised food temperatures by only 2.4 degrees, and thus reductionsin proteins, 

carbohydrates, fat, and minerals due to irradiation were not found. 

# 햄 검사 (17") 

* 아주  교수 인터뷰 

CG Current Status of Food Irradiation Use

(16") 

  Irradiation has been approved and used in 52 countries covering 230 product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recommend the 

approval of irradiation for all products. 

* 문가 ST 릿지 

* 거리 인터뷰 

자막 How is irradiation different from radioactivity? 

* 이주운 박사 인터뷰 

# 고기 굽는 식당 모습 (15") 

  Briefly speaking, irradiation utilizes the same principle as briquettes cooking meat, where 

the smoke goes through the meat.  In comparison, the principle of radioactivity is similar 

to spreading used briquettes on the meat, so that the contamination does not make the 

meat inedible. 

자막 Does food irradiation cause any genetic changes?

* 이주운 박사 인터뷰 

# 실험실 (16") 

  Research has reported that irradiation may cause changes in color, smell, or chewing 

texture. However, irradiation won't cause genetic changes such as mutation, polyploid 

chromosomes, or changes in nutrient levels. 

* 환경단체 회장 인터뷰 

* 문가 ST 릿지 

# 미국 학교 모습 (25") 

  The United States was not free from school food poisoning incidents, either. 

The US government adopted food irradiation procedures in order to be safe from bacterial 

food borne diseases, after dramatic increases in food poisoning outbreaks at school 

cafeterias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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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ebruary 2000, the United States had already adopted gamma irradiation for meat and 

meat by-products. And in 2002, irradiated meat products were allowed in school meals in 

the United States.      

* 문가 인터뷰 

CG Food Poisoning Rate Graph After Food Irradiation

(15")

  Food irradiation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in decreasingfood poisoning caused by 

contaminated hamburgers at school cafeterias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results from the 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ave proved 

that food irradiation is effective in reducing food poisoning rates.  

# 그린피아, 방사선 조사하는 모습 

  In Korea, food irradiation has been researched and examined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s soon to be adopted. 

자막* Sources of Food Irradiation 

Gamma rays including Cobalt-60, Caesium-137 emitted by radioactive isotopes

# 자막 나갈 때 (12")

  The types of radiation used for food irradiation are gamma-rays that are emitted by 

radioactive isotopes such as Cobalt-60 and Caesium-137.  

* 김동미 장 식약청 인터뷰 

* CG The Range of Permitted Irradiation Uses

(14")

  Food irradiation has already been permitted in nearly 26 items, including germinating 

food, such as potatoes and onions, food pastes and dried vegetables. Irradiation approval 

for processed meat, poultry, and seafood is currently undergoing due process.  

# 그린피아 시품 (14")

  The permitted uses of irradiation are not limited to food. In addition to food, irradiation 

is commonly allowed for daily goods including the sterilization of medical tools, such as 

needles, and cosmetic products.   

# 우주인 자료화면 (30")

  Irradiation is also utilized for food to be used in space, as it requires complete 

sterilization.  If pathogenic bacteria are present in space, they can be fatal to the human 

body. Because of this danger and the need to preserve space food for long durations, a 

special sterilization proces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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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research teams have made Kimchi suitable for use in space. Microorganisms are 

eliminated by irradiation after thorough fermentation and dehydration to make Kimchi 

suitable for space. Because of these achievements, Korean ir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proven in the worldwide arena.  

* 변명우 박사 인터뷰 

# 꽃밭 (13")

  Fall flowers are in full bloom in Kangwon Province. 

  Nature seems to have already overcome the nightmarish floods that occurred last 

summer.  

# 평창 수해지역 (13")

  Yet, there still remain significant damage caused by the floods in several residential 

areas. At least 50 people were killed or went missing, 1,168 houses were destroyed and 

2,902 people lost their homes. At Pyungchang in Kangwon Province, many people are still 

living in temporary container houses,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 할머니 보이고 (14")

# 밥 먹는 부부 (부부 모습 흘리고~) 

# 음식 보 , 라면박스 (13")

  It is concerning that, even though the flood has gone, people who still do not have a 

stable living environment are exposed to the danger of food poisoning.  

# 보  창고 (15")

  Food storage for flood victims. 

  Even though large quantities of relief food were provided by many service organizations, 

it has not been stored in sanitary conditions. Neither has it been stored safely for 

long-term preservation.   

# 수해자료 (15")

  Floods appear almost every summer. When natural disasters occur, such as floods, the 

most critical issue is the provision of a sanitary food delivery system. 

# 수해로 엉망된 농작물  

# 물에 젖은 식품들 (15")

  Infectious organisms always remain after the flood has receded.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to reduce secondary epidemics from pathogenic bacteria are clean water and 

food. 

* 이주창 십자 사회 회장 

# 양사 회 행사장 (10")

  Due to last summer's mass food poisoning incidents, the Dietitian's Association held a 

meeting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ugust, to consider measurements for food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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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썰고, 빵, 야채 끓이고 (15")

  During this conference, a variety of innovative methodsfor insuring the sterilization and 

safety of meal services were presented. 

* 손숙미 양사 회 부회장(카톨릭  교수)인터뷰 

# 설명 듣는 모습 (15") 

  A variety of prevention methods for food preservation, such as high temperature 

treatment (UHT), low temperature processing, snap-freezing, and vacuum treatment were 

introduced. Among the prevention methods, food irradiation received the most interest.   

* 박연화(행사 람객) 인터뷰 

# 마크 

  In Korea, according to the Labeling Standards of Article 10 of the Food Sanitation Laws, 

the packaging of irradiated food should include an irradiation identification mark of at 

least 5cm in diameter. 

* 변명우 박사 인터뷰 

* 문가 ST 클로징 

* 자막 오르면서 엔딩 

   (라) 제작일지

로그램명 KTV 다큐
로그램

부제

안 한 식탁을 향한 한 걸음

방사선 조사 식품

방송일시
2006년 10월 9일 

16시10분 ~ 16시40분
제작주체

방송신청자 김 학 수

방송제작자 박성철, 유지은 외 3명

총 제작 

제원

작업구분 총작업시간 작업인원 동원장비 비고

기획구성 7.5~7.28 3명

자료조사 7.18~8.5 3명

사 답사 8.10 4명

야외촬 8.10~9.18 3명
카메라1

무선마이크1

1:1 편집 9.20~9.30 3명

종합편집 10.3~10.4 4명

연락 등

기  타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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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구분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장소 참여자

기획

7.5 18:00~20:00 기획회의 여의도
유지은

작가

7.21 12:30~13:30 기획회의 여의도
박성철

유지은

7.27 13:30~19:00 촬  회의 여의도
유지은외

3명

자료조사

구성

8.4 14:00~17:00 구성회의 여의도
박성철

유지은

8.10 07:00~23:00
촬

답사
정읍

유지은외

3명

8.11 12:30~15:00 구성안 수정 여의도
박성철외

2명

8.17 12:30~14:00 구성안 회의 여의도 유지은 외 2명

야외촬

8.21 07:30~23:30 수재민 촬 평창 유지은외 2명

8.22 09:00~21:00
국회촬

문가INT

여의도

수원
유지은외2명

8.23 13:00~19:00
주부클럽INT

상자료검색

삼성동

여의도
유지은외 2명

8.29 13:00~19:00
리뷰

회의
여의도

박성철,

유지은

8.30~ 07:00~19:00
연구소,

가정촬
정읍

유지은외

2명

9.1 09:00~22:00
 연구소,

실험촬
정읍 상동

9.5 12:30~14:00
촬 일정

회의
여의도

박성철

유지은

9.6 09:00~19:00 그린피아촬 여주 상동

9.7 14:00~20:00
회의,

리뷰
여의도

유지은

작가

9.9 12:00~17:00
환경단체

촬
남 동 유지은외 1명

9.11 11:00~17:00
문가/

시민INT
용산, 여의도

유지은외

1명

9.12 14:00~19:00
문가INT

리뷰

인천,

여의도

유지은외

1명

9.14 12:40~15:00
간 검

회의
여의도

박성철

유지은

9.17 13:00~19:00 본회의 여의도
유지은외

2명

9.18 12:30~19:00
MC 촬

자료검색

서강

여의도

유지은외

2명

편집

9.19 12:30~20:00
자료검색

리뷰

여의도

신

유지은외

1명

9.22 13:00~20:00
상자료

검색,편집

삼성동

K-TV
유지은외1명

9.25 14:00~20:00
상자료

편집
여의도 유지은외1명

9.27 12:30~21:00
식약청INT

편집

불 동,

여의도
유지은외1명

9.29 12:00~21:30 편집 여의도 유지은외1명

9.30 13:00~22:00 편집 여의도 유지은외2명

10.3 13:00~20:00 종합편집 여의도 유지은외2명

시사

10.4 12:30~19:00 시사  더빙 여의도 유지은외3명

10.9 12:00~14:00 시사  납품 삼성동 유지은외 1명

10.19 18:30~21:00 시사  회의 서강
박성철,유지은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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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고찰

 가.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

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건조분말죽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가) 고선량조사 분말죽의 복귀돌연변이원성

   유 자 돌연변이 유발성을 시험하기 해 고선량 감마선 조사(30 kGy)  비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시험물질로 사용하여 S. typhimurium TA 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

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하 다.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 최고농도인 10 mg/plate

를 공비 2로 희석하여 용량단계 6 단계로 설정하여 본시험을 수행하 다. 먼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사활성 부재시 (-)의 경우,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

험 용 농도인 0.625-10 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

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군  비조사(0 kGy) 쇠고기 분말죽과 비교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4). 고농도 군에서 약간의 집락수가 감소한 것은 시험

물질의 입자들에 의한 집락형성의 방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상은 감마선 

조사시료와 비조사 시료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태 

(+)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

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

으로 한다(Maron and Ames, 1983). 를 들어 본 실험에서 TA98의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2-AF  2-NF는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각각 약 70배  40배의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

를 보여 강한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낸 반면 시험물질로 사용한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시험 용농도에서 비조사 조군과 유사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를 한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

으로 보아 돌연변이 유발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본 시험법은 미국의 Ames 등이 개발한 시험법(Ames et al., 1975)으로 속칭 에임즈 시험이

라고 불리고 있으며, 발암성 물질에 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

안 생법 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본 시험법과 아

울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 자돌연변이시험( 를 들어, 마우스 임 종을 이용한 시험)

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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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gamma irradiated beef porridge at 30 kGy

Test Conc S-9mix No. of His+ revertants per plate1)

compound (mg/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0 kGy 10.00 - 31±3 114±15 13±3 5±3

5.00 - 35±7 127±16 16±4 6±4

2.50 - 33±6 135±11 13±5 7±3

1.25 - 39±8 142±12 13±2 6±3

0.625 - 34±6 137±14 15±5 8±2

0 - 35±6 132±15 17±3 7±2

10.00 + 37±8 116±12 11±2 5±3

5.00 + 41±6 119±14 14±6 6±2

2.50 + 45±4 127±11 12±4 7±3

1.25 + 43±3 126±14 15±2 5±3

0.625 + 38±5 131±11 13±3 6±4

0 + 42±6 129±15 14±3 7±2

  

30 kGy 10.00 - 18±6 117±14 10±2 6±2

5.00 - 24±4 128±15 14±3 7±1

2.50 - 30±6 134±14 13±1 6±4

1.25 - 33±4 129±16 12±2 7±2

0.625 - 38±7 124±13 13±2 8±4

0 - 33±9 122±14 12±4 7±2

10.00 + 22±4 115±16 11±1 5±3

5.00 + 32±6 114±11 12±1 6±2

2.50 + 30±11 123±15 16±3 7±3

1.25 + 35±9 112±17 18±3 6±1

0.625 + 32±6 129±16 14±7 7±6

0 + 28±4 125±14 15±4 7±3

2-AF2) 0.01 + 2545±56* 1548±74* ne3) ne

2-AA 0.002 + ne ne 124±21* 165±19*

2-NF 0.01 - 1389±43* ne ne ne

MNNG 0.01 - ne 1216±28* 758±68* ne

9-AA 0.08 - ne ne ne 178±74*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2-AF, 2-Aminofluorene; 2-AA, 2-Aminoanthracene; 2-NF, 2-Nitrofluorene; MNNG, 

N-methyl-N'-nitrosoguanidine; 9-AA, 9-Aminoacridi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3)

Not examine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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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선량조사 분말죽의 염색체이상 유발능

   본 연구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Chinese hamster lung(CHL) fibroblast 세포를 

상으로 하여 감마선 조사 분말 분말죽(30 kGy)의 유 독성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 쇠고기 

분말죽(30 kGy)에 한 비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가능한 최고 

농도인 10 mg/mL를 시험 용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염색체 이상시험을 실시하 다. 즉 

Chinese hamster lung(CHL) fibroblast 세포배양에서 시험 용 농도를 10, 5, 2.5, 1.25 mg/mL 

4단계로 설정하여, 염색분체 결손(ctg), 염색분체 단(ctb), 염색분체 교환(cte), 염색체 결손

(csg), 염색체 단(csb)  염색체 교환(cse)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 다. 우선 사활성 

부재시 (-)의 시험에서, 용매 조군인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는 100개의 분열 염색체에

서 1개의 chromatid exchange를 제외하고는 99개 모두 정상으로 음성이었으며, 기지의 염색체

이상 유발물질인 양성 조군 MMC(mitomycin C)는 64개만이 정상을 나타내 양성의 염색체이

상 유발능을 나타내어 일반 인 CHL세포에서의 시험결과와 일치하 다(Table 4-5). 한편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경우, 1.25 mg/mL 농도 투여군은 98개, 5 mg/mL 농도 투여군은 

97개의 정상 상태를 나타내었고, 최고 농도인 10 mg/mL의 투여군에 있어서도 1개의 

chromatid gap과 1개의 chromatid exchange를 제외하고는 98개 모두 정상을 나타내 염색체이

상 유발능을 보이지 않았다. 사활성 존재시 (+)에도 부재시와 마찬가지로 조사 쇠고기 분말

죽(30 kGy)은 모든 시험농도에서 5% 미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 다. CHL세포의 경우 통

상 자연발생의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 출 율은 3%를 과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5%미만

의 염색체이상 평균 출 율을 음성으로 정한다(Wakata and Sasaki, 1987). 따라서 고선량 조

사를 한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유의할 만한 염색체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염색체 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염색체 이상시험은 변이원 물질을 검색하기 한 수단으로 가장 먼  채택되는 시험법의 

하나로 보편 으로 in vitro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70년   Schmid에 의하

여 제창되어(Wakata and Sasaki, 1987) 그 동안 많은 발 을 거듭하 으며 기존의 많은 화학물

질에 하여 실시되어 기  자료가 풍부하고 실험의 재 성도 인정받고 있는 시험법이다. 

   과거 염색체이상을 찰하기 해서는 설치류의 골수세포를 이용한 in vivo 세포유 학  

시험이 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이 생체내 시험법보다 훨씬 감

수성이 높고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정량  검색이 용이하다. 한 부분의 발암성 물질

이 본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내며 에임즈 시험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물질도 본 시험법으로 양

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에임즈 시험의 보충시험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Deanand 

Danford, 1984). 염색체이상(chromosome aberration)은 염색체수의 변화(이수성 aneuploidy, 배

수성 polyploidy)와 형태의 변화(구조이상)로 구분된다. 수 이상은 주로 분열장치에 작용하여 

생기는 염색체의 불 분리 는 분열정지에 기인한다. 한편, 구조이상(structural aberration)은 

일반 으로 DNA 이 쇄 단(double strnad breaks)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 이상과 

구조이상이 유발된 세포의 부분은 증식되지 않고 사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생존한 

경우에는 정상과 다른 염색체 구성(염색체 변이)을 가진 세포집단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Ishidate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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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hromosomal aberration on irradiated beef porridge at 30 kGy using a Chinese hamster 

lung cell line

Treatment
concentration

(mg/mL)

with(+) or 

without(-) S9 

mixture

ctg
4)

ctb cte csg csb cse nor total

PBS1) - - 0 0 1 0 0 0 99 100

30 kGy 10 - 1 0 1 0 0 0 98 100

5 - 1 1 1 0 0 0 97 100

2.5 - 1 0 0 0 0 0 99 100

1.25 - 0 1 1 0 0 0 98 100

MMC
2)

0.002 - 13 7 11 2 2 1 64 100

PBS - + 1 0 0 0 0 0 99 100

30 kGy 10 + 1 1 1 0 0 0 97 100

5 + 1 0 1 0 0 0 98 100

2.5 + 1 0 0 0 0 0 99 100

1.25 + 1 1 0 0 0 0 98 100

B(α)p
3)

0.05 + 12 6 3 3 1 0 75 100

1)Phosphate buffered saline(negative control).
2)

Mitomycin C(positive control). 
3)

Benzo(α)pyrene(positive control).
4)ctg: chromatid gap, ctb: chromatid breakage, cte: chromatid exchange, csg: chromosome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 nor: normal.

   (다) 고선량조사 분말죽의 소핵 유발능

   소핵시험 결과, 본 시료는  시험용량 단계를 걸쳐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

성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6). 즉, 고선량 감마선 조사 쇠고기 분말

죽(30 kGy)을 시험동물 kg당 625-5,000 mg의 범 로 경구투여 한 결과, 용매 조군(D.W.)은 

1,000개의 다염성 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소핵을 가진 다염성 구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가 2.7 수 이었고,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용용량 범 에서 2.4-3.2의 수 을 나타내 용매 조군에 비해 소핵발  빈도가 유의성있

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수가 히 증가한 

43.6개의 소핵빈도를 보임으로써 변이원성을 나타내어 본 시험이 합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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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를 한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은 유의할 만한 소핵발 을 유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핵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독성학  

안 성시험에서 쇠고기(Kang et al., 2005)  (Tanaka, 1992)의 30 kGy 감마선조사가 돌연변

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고와도 잘 일치하 다. 생체 내 유 독성시험으로 설치류, 특히 마

우스를 이용하는 소핵시험(micronucleus test)이 제시되어 있다. 본 시험법은 골수세포의 염색

체 이상을 찰하는 신 골수에서 생산되는 구 에 출 되는 소핵을 찰하는 방법으로 

유 독성의 좋은 지표이며, 돌연변이성 물질을 쉽고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핵은 polychromatic erythrocytes에서 찰되는 과립 즉 Howell-Jolly body로 액학자

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염색체 상해와 련되어 세포핵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Hayashi et al., 1989). 인 인 소핵유발은 감마선이나 fast neutron으로 조사된 콩의 뿌리에

서 찰되었으며 그 후 유 독성학  안 성을 검색하기 하여 설치류의 골수에서 소핵형성 

시험이 이용되기 시작하 다. 염색체의 형태변화(구조이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 로 

염색체 단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복되지 않으면 동원체를 갖지 않는 염색체 단편이 형성되고, 

이 단편이 세포 분열시에 잔존하여 소핵을 형성한다. 따라서 소핵은 염색체의 구조이상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포의 분열장치에 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염색체 1개내지 여러 개

가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게 되어도 소핵화한다는 에서 염색체의 수 이상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시험법은 골수 의 분열 기상을 해석하는 염색체이상시험과 함께 생체 

내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을 검출하는 시험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Hayashi, 199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마선조사 분말죽(30 kGy)은 표 인 in vitro 유 독성시험인 

Salmonella typhimurium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시험에서 음성을 나타내었고, in 

vivo 유 독성학  측면에서도 안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장기 독성연구를 수행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6. Frequency of micronuclei from marrow in mice treated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1)

Test compound Dose(mg/kg) No. of mice tested MNPCE/1,000 PCE
2)

D.W. 5 2.7 ± 1.2

30 kGy 5,000 5 3.2 ± 0.9

2,500 5 2.8 ± 1.2

1,250 5 2.4 ± 0.9

625 5 3.1 ± 0.9

MMC3) 2 5 43.6 ± 5.3*

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2) MNPCE: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polychromatic erythrocyte.
3) 

Mitomycin C(positive control).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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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선량조사 분말죽의 성독성평가

   시험물질을 포유동물에 단회 투여하고 그 후 시험물질의 일반상태의 변화를 주된 지표로 

하여 시험물질의 독성을 질   양 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반복투여시험의 용량설정을 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험이다. 본 시험에서는 성독성 평가를 해 약 5-6주령의 

ICR 마우스와 Sprague-Dawley 랏드에 시험물질인 30 kGy 쇠고기 분말죽을 2주간 투여하 다. 

투여 가능 최고용량은 5 g/kg으로 하 으며, 공비는 2로 하여 5 용량군을 경구 투여하 다. 시

험 결과, 시험 기간을 통하여 마우스 암수와 랏드 암수 모두에서 폐사동물은 찰되지 않았

다(Table 4-7, 4-8). 한 30 kGy 쇠고기 분말죽 투여후, 마우스 암수와 랏드 암수 모두에서 본 

시험물질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특이 인 임상증상도 찰되지 않았다(Table 4-7, 4-8).

   체 측정 결과에 있어서도 조사쇠고기 분말죽 (30 kGy)을 투여한 자성  웅성 마우스와 

Sprague-Dawley 랏드의 체 변화는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투여 용량군

간의 체 변화는 용량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종료시 모든 장기에 한 육안  병변을 

찰한 결과에서도, 마우스 암수  Sprague-Dawley 랏드 암수 모두에서 시험물질인 30 kGy 

쇠고기 분말죽의 투여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는 이상 증후를 찰하지 못하 다(Table 4-9, 4-10).

   이와 같이 시험물질인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마우스  랏드에 한 성경구 독

성시험에서 상기의 일반상태, 체 변화  부검소견 등에는 별다른 독성이 찰되지 않았으며, 

최 투여가능 용량인 5,000 mg/kg에서도 사망한 가 없었다. 따라서, 마우스  랏드에 한 

경구 LD50값은 투여가능 최 용량인 5,000 mg/kg body weight 이상으로 평가된다.

Table 4-7. Mortality and clinical signs of ICR mice orally administered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Sex
Dose

(mg/kg)

No of

Animals

Hours after 

treatment
Days after treatment Weeks

Mortality
Clinical

signs
1  2  3  4  5  6   1  2  3  4  5  6   1  2

♂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1)

NAD

NAD

NAD

NAD

NAD

♀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

NAD

NAD

NAD

NAD

NAD

1)
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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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Mortality and clinical signs of Sprague-Dawley rat orally administered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Sex
Dose

(mg/kg)

No of

Animals

Hours after 

treatment
Days after treatment Weeks Morta

lity

Clinical

signs
1  2  3  4  5  6   1  2  3  4  5  6   1  2

♂

5000

2500

1250

 625

 313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0/5

0/5

0/5

0/5

0/5

NAD
1)

NAD

NAD

NAD

NAD

NAD

♀

5000

2500

1250

 625

 313

   0

5

5

5

5

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0/5

0/5

0/5

0/5

0/5

NAD

NAD

NAD

NAD

NAD

NAD

1)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

Table 4-9. Incidence of necropsy findings in ICR mice orally administered with 30kGy 

irradiated beef porridge

Sex
Dose

(mg/kg)

No of

Animals
Observations Frequency

♂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NGL
1)

NGL

NGL

NGL

NGL

NGL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NGL

NGL

NGL

NGL

NGL

NGL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NGL : no gross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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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Incidence of necropsy findings of Sprague-Dawley rat orally administered 

with 30kGy irradiated beef porridge

Sex
Dose

(mg/kg)

No of

Animals
Observations Frequency

♂

5000

2500

1250

 625

 313

   0

5

5

5

5

5

5

NGL1)

NGL

NGL

NGL

NGL

NGL

5/5

5/5

5/5

5/5

5/5

5/5

♀

5000

2500

1250

 625

 313

   0

5

5

5

5

5

5

NGL

NGL

NGL

NGL

NGL

NGL

5/5

5/5

5/5

5/5

5/5

5/5

1)NGL : no gross lesion.

   (마) 고선량조사 분말죽의 아 성독성평가

   체 변화, 사료 섭취량  장기 무게

   실험 동물에 있어서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 죽을 3개월간 투여하는 동안 육안 으로 별

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시험군에서 폐사동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각 군의 체  변화를 살펴

본 결과,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3개월간 투여한 모든 동물에서 조군에 비해 체  증

가율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Table 4-11). 즉, 기 조군 암수의 체 은 각각 

111.3 g  133.7 g, 30 kGy 투여군은 각각 110.8 g  134.2 g이었으며, 3개월후 체 은 조

군의 경우 암수 각각 285.9 g  368.6 g, 30 kGy 투여군은 각각 292.6 g  364.6 g 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한 식이 소비량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이때 증체 효과는 1일

의 평균 체  증가량이며, 식이 소비량은 1일 평균 식이섭취량, 그리고 FER은 체  증가량(g)

을 식이 섭취량(g)으로 나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30 kGy)의 투여

가 실험동물의 주요 장기 무게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일 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

았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가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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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on body weight, food consumption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Groups

Body weight gain

(g/day)
Food consumption (g/day)

Food efficiency ratio

(%)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Control 2.61±0.32N.S.1) 1.94±0.28N.S 18.77±2.54N.S. 17.14±2.12N.S. 0.14±0.02N.S. 0.11±0.02N.S.

30 kGy 2.56±0.38 2.02±0.33 18.65±2.42 17.32±1.84 0.14±0.02 0.12±0.03

1) 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column).

Table 4-12.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on the weight of liver, kidney and spleen 

in rats

Group
Liver (g, wet wt) Kidney (g, wet wt) Spleen (g, wet wt)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Control 15.76±1.47N.S.1) 9.26±0.79N.S. 1.53±0.14N.S. 0.86±0.09N.S. 0.82±0.07N.S. 0.61±0.07N.S.

30 kGy 15.12±2.36 8.97±1.34 1.48±0.19 0.87±0.07 0.85±0.11 0.58±0.09

1)
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column).

   액학  검사  청 생화학  검사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30 kGy)을 투여한 자성  웅성 랫트의 액학  검사를 수행

한 결과(Table 4-13), 백 구수의 경우 액 1 L당 자성 11～13×109 수 , 웅성 7～8×109의 수

으로 자성, 웅성 랫트 모두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 죽의 투여에 의해 유의 인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다. 구수에 있어서도 암수 랫트 모두 액 1 L당 7～8×10
12
의 수 으로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투여에 의한 향은 없었다. 소 수는 액 1 L당 약 900～1,000×109의 수

으로 앞선 백 구  구수와 마찬가지로 자성, 웅성 랫트 모두 방사선 조사 쇠고기 분말

죽의 투여에 의한 유의 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투

여는 액학 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을 찰할 수 있었다. Table 4-14에는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투여한 랫트의 청 생화학  검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성  웅성 랫

트의 당치(Glu), blood urea nitogen(BUN), total cholesterol(T-cho), total bilirubin(T-Bil), 

total protein(T-Pro)은 조군과 비교해 30 kGy 조사 쇠고기 분말죽 투여군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 밖에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TG(total 

glyceride), LDH(lactate dehydrogenase), Ca, Alb(albumin), UA(uric acid)도 모든 시험군에서 

정상 범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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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Heamatological values in the male and female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for 3 months

Sex Dose
WBC1) RBC1) Platelet

109/L 1012/L 109/L

Male
Control 12.5±2.3

N.S.2)
8.2±0.4

N.S.
1037.5±45.8

N.S.

30 KGy 11.3±3.5 8.3±0.2 1042.2±46.9

Female
Control  7.7±2.4N.S. 7.6±0.4N.S.  982.6±38.2N.S.

30 KGy  7.8±1.8 7.4±0.3  979.4±29.6

1) WBC: white blood corpuscles, RBC: red blood corpuscles.
2)

 Mean±SD, 
N.S.

: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column).

Table 4-14. Serum biochemical values in male and female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for 3 months

Parameter
Male Male Female Female

Control 30 kGy Control 30 kGy

Glu
1)

(mg/dL) 235.8±21.5
N.S.2)

232.6±24.6 224.4±23.7
N.S.

221.6±27.4

T-cho(mg/dL) 150.5±13.5N.S. 152.6±11.3 107.5±18.6N.S. 110.2±17.5

BUN(mg/dL)  47.6±3.7N.S.  49.2±3.2  36.9±4.1N.S.  37.3±3.4

T-Bil(mg/dL)   0.3±0.1
N.S.

  0.3±0.1   0.3±0.1
N.S.

  0.3±0.2

AST(IU/L) 120.6±22.58N.S. 123.2±24.35 125.8±17.63N.S. 128.4±21.41

ALT(IU/L)  43.2±6.75N.S. 45.1±7.45  41.2±5.79N.S.  39.8±7.12

T-Pro(g/dL)   5.4±0.1
N.S.

 5.5±0.2   5.5±0.2
N.S.

  5.4±0.3

TG(mg/dL) 224.4±34.7N.S. 227.2±27.4 153.4±31.5N.S. 157.2±24.6

LDH(IU/L) 795.1±45.7N.S. 772.7±39.4  69.7±57.2N.S. 893.2±46.3

Ca(mg/dL)  10.2±0.3
N.S.

 10.1±0.4  10.1±0.3
N.S.

 10.2±0.2

Alb(g/dL)   2.9±0.2N.S.   2.8±0.2   3.1±0.1N.S.   3.0±0.2

UA(mg/dL)   2.8±0.3N.S.   2.8±0.4   2.7±0.6N.S.   2.8±0.5

1)
 Glu: glucose, T-cho: total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T-Bil: total bilirubin,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T-Pro: total protein, TG: triglyceride, LDH: lactate dehydrogenase, Alb: albumin, UA: uric acid.
2)

 Mean±SD, 
N.S.

: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row).

   뇨검사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30 kGy)을 투여한 랫트의 뇨를 치사 3일 에 채취하여 뇨당, 

뇨단백, 수소이온 농도  잠 (occult blood)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15와 같다. 시험 결과 

방사선 조사에 따라 래되는 특이한 변화는 찰할 수 없었다. 즉, 뇨당의 경우 모든 시험군

에서 음성을 나타냈으며, 뇨 단백의 경우도 30 mg/dL 이상을 나타내는 시험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한 뇨의 pH도 부분 7～8 범 의 정상 pH값을 나타냈으며, 잠 에 있어서도 모두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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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 Urinalysis in the male and female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fter 3 month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30 kGy Control 30 kGy

No. of animal 10 10 10 10

Glucose - 10 10 10 10

Protein
-  0  1  1  0

trace 10  9  9 10

pH

30+  0  0  0  0

6～7  2  1  2  3

7～8  8  9  8  7

Occult Blood - 10 10 10 10

+  0  0  0  0

   병리학  조직검사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30 kGy)을 투여한 랫트의 병리학  조직검사를 해 우선 장기

를 육안으로 찰한 결과, 모든 동물에서 내부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기타 병변 등

의 육안  이상 소견을 찰할 수 없었다(Table 4-16). 방사선 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투여한 랫

트의 간, 신장  폐의 병리조직학  검사결과, 간에서는 모든 군에서 염증, 괴사, bilirubin 침

착, iron 침착 등의 병 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간세포의 구조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

에서도 염증, 괴사 등의 병 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신장세포도 정상 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면역학  요인이나 독성 물질에 기인하는 사구체  신세 의 괴사도 찰되지 않았고 

세 세포들이 잘 집되어 있어 부종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폐에서도 염증이나 섬유화된 변화

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포의 구조도 정상으로 유지 되어 있었다(Fig. 4-1). 이상의 독성 시험 결

과, 30 kGy 고선량 조사한 쇠고기 분말 죽의 투여는 어떠한 유의할 만한 변화를 래하지 않

음을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 죽을 3개월간 랫트에 섭취시킨 경우, 

시험한 최고 선량인 30 kGy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이는 쇠고기(Kang et al., 

2005)  (Tanaka, 1992)의 30 kGy 감마선 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고와도 

잘 일치하 다. 이밖에도 최고 58 kGy의 감마선 조사 식품을 투여한 만성 독성 시험, 최기형

성 시험, 우성 치사 시험, 반성 열성 시험, Ames 시험 등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악 향이 검

지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 되고 있다(Anon, 1987; Diehl, 1990; Thay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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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6. Macroscopic findings in th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fter 3 month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30 kGy Control 30 kGy

       No. of mice

 Organ
10 10 10 10

Kidney 0 0 0 0

Spleen 0 0 0 0

Liver 0 0 0 0

Stomach 0 0 0 0

Heart 0 0 0 0

Lung 0 0 0 0

Adrenal gland 0 0 0 0

Reproductive system 0 0 0 0

A-1 A-2

B-1 B-2

C-1 C-2

Fig. 4-1.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male rats administered with irradiated beef porridge 

for 3 months. (A-1) kidney of control group,(A-2) kidney of 30 kGy treatment group,(B-1) 

liver of control group,(B-2) liver of 30 kGy treatment group,(C-1) lung of control 

group,(C-2) lung of 30 kGy treatment group. H&E staining(×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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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생체 지질 사  항산화 효소활성 변화

   청지질 사에 미치는 향

   체  100g 정도되는 Sprague-Dawley(SD)계의 수컷흰쥐를 한실험 동물센터로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응 사육시킨 후 체 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6-7마리씩 나 어 총 8

주 동안 사육하 다. 실험동물의 사료는 쥐가 마음 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 (ad libitum), 섭

취하는 칼로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0 kGy 고선량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섭취시킨 결과 실

험동물의 청지질 사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MNNG의 단독투여는 조군에 비

하여 콜 스테롤, 성지질을 증가시켰으며, HDL-콜 스테롤은 감소시켰다(Table 4-17). 

MNNG와 고선량조사 쇠고기 분말죽을 동시에 투여하 을 경우에도, 조군에 비해 콜 스테

롤, 성지질이 증가하 고, HDL-콜 스테롤은 감소하는 결과를 래하 으나, 고선량 조사 쇠

고기 분말죽에 의해 진되는 악 향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4-17.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nd MNNG on serum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mg/dL)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0 kGyl 54.6±4.2 b 121.7±12.7 b 30.6±1.5 a

30 kGy 53.8±6.5 
b 

125.3±14.6 
b 

29.6±1.2 
a

MNNG 95.6±7.7 
a

186.5±24.6 
a

24.2±2.3 
b

30 kGy+MNNG 92.7±5.9 a 178.2±17.5 a 24.8±1.7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간지질 사에 미치는 향

   쇠고기 분말죽의 고선량 조사(30kGy)에 의해 간지질 사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able 4-18). 따라서 발암물질(MNNG)과의 동시 투여가 간지질 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본 결과, 앞선 청지질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분말죽 단독 투여군에 비해 콜 스테

롤과 성지질은 증가하 고, HDL-콜 스테롤은 반 로 감소하 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MNNG 단독투여 한 조군에 비해 콜 스테롤과 성지질의 증가와 HDL-콜 스테롤의 감

소를 래하므로, 쇠고기 분말죽의 방사선 조사가 MNNG의 작용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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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8.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nd MNNG on liver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mg/g liver)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0 kGy 45.6±2.4 
b

254.7±24.2 
b

167.5±6.8 
a

30 kGy 48.7±3.5 b 248.6±34.6 b 159.8±4.8 a

MNNG 70.6±1.8 
a

341.2±47.3 
a

120.6±2.8 
b

30 kGy+MNNG 68.2±2.7 a 345.4±27.7 a 122.8±3.1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투여에 의해 생체내 항산화 활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able 4-19). 반면, MNNG를 단독투여한 경우에 항산화 효소 활성은 조군에 비해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발암물질(MNNG)과 고선량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동시투여가 항산화 효소

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MNNG단독 투여군과 유사하게 모든 항산화 효소의 활

성이 감소하 다(Table 4-19), MNNG가 이미 투여된 경우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 섭취에 

따른 항산화 효소 활성의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19.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nd MNNG on specific activities 

of catalase,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the liver of rats

(unit/mg protein) 

  Groups Catalase GST Cu/Zn-SOD

 0 kGy 267.2±27.6 
a

3.7±0.3 
a

0.50±0.04 
a

30 kGy 252.7±19.4 
a

3.5±0.2 
a

0.48±0.03 
a

MNNG 201.4±21.3 
b

2.7±0.2 
b

0.41±0.03 
b

30 kGy+MNNG 206.5±16.5 
b

2.8±0.2 
b

0.40±0.04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간 기능 지표 효소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고선량 조사한 쇠고기 분말죽의 투여시 Sprague Dawley(SD)계 rat에서 나타

나는 간기능 지표 효소의 변화를 조사하 다(Table 4-20). 간기능 지표 효소는 조군에서 GPT

가 약 38 unit/dl로 나타났으며  GOT는 40 unit/dl로 나타났다. 30 kGy 고선량조사 쇠고기 

분말죽 섭취군의 GPT와 GOP도 각각 36 unit/dl, 41 unit/dl로 고선량 조사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발암물질을 단독투여한 MNNG 군은 조군에 비해 높은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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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 활성증가를 나타내었다. MNNG와 조사 쇠고기 분말죽의 병행투여 결과도 마찬가지로 높

은 GPT, GOT 활성증가를 나타내었으나, 고선량 조사 쇠고기 분말죽에 의해 진되는 악 향

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4-20. Effects of 30 kGy-irradiated beef porridge and MNNG on the activity of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n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roups GPT (unit/dl) GOT (unit/dl)

 0 kGy 37.5±0.4 b 39.7±0.2 b

30 kGy 35.9±0.6 b 40.5±0.3 b

MNNG 85.7±0.5 
a

172.2±1.5 
a

30 kGy+MNNG 79.6±0.7 a 168.6±1.9 a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2)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곡류분말의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가)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의 복귀돌연변이원성

   유 자 돌연변이 유발성을 시험하기 해 30 kGy 감마선 조사  비조사 곡류분말을 시험

물질로 사용하여 S. typhimurium TA 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

수를 조사하 다.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 최고농도

인 10 mg/plate를 공비 2로 희석하여 용량단계 6 단계로 설정하여 본시험을 수행하 다. 먼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사활성 부재시 (-)의 경우,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0.625-10 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조군  비조사(0 kGy) 곡류분말과 비교해서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21). 고농도 군에서 약간의 집락수가 감소

한 것은 시험물질의 입자들에 의한 집락형성의 방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상은 감마선 조사시료와 비조사 시료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태 (+)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

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한다(Maron and Ames, 1983). 를 들어 본 실험에서 TA98의 양

성 조물질로 사용한 2-AF  2-NF는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각각 약 65배  40배 후

의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여 강한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낸 반면 시험물질로 사용한 30 

kGy 조사 곡류분말은  시험 용농도에서 비조사 조군과 유사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를 한 30 kGy 조사 곡류분말은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돌연변이 유발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본 시험법은 미국의 

Ames 등이 개발한 시험법(Ames et al., 1975)으로 속칭 에임즈 시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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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 물질에 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 생법 는 후생

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본 시험법과 아울러 포유류 배양세포

를 이용한 유 자돌연변이시험( 를 들어, 마우스 임 종을 이용한 시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Table 4-21.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gamma irradiated cereal powders at 

30 kGy

Test Conc. S-9mix No. of His+ revertants per plate1)

compound (mg/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0 kGy 10.00 - 31±6 132±19 15±7 7±4

5.00 - 41±9 144±24 19±7 10±5

2.50 - 37±14 147±16 22±6 8±5

1.25 - 42±11 138±22 18±3 11±6

0.625 - 35±9 147±17 16±5 9±4

0 - 34±7 135±18 17±4 8±3

10.00 + 31±11 123±16 14±5 7±4

5.00 + 42±12 136±21 16±6 9±5

2.50 + 39±13 129±17 18±7 10±4

1.25 + 46±15 138±16 16±4 8±6

0.625 + 37±14 135±24 17±5 7±5

0 + 39±7 128±17 15±4 8±3

  

30 kGy 10.00 - 31±13 131±14 12±6 8±3

5.00 - 38±14 139±24 16±7 9±3

2.50 - 43±9 143±18 14±5 10±5

1.25 - 39±11 145±25 15±4 11±4

0.625 - 42±15 129±18 14±4 8±6

0 - 35±12 132±17 12±5 8±5

10.00 + 28±7 134±13 14±4 7±4

5.00 + 34±12 137±22 16±4 8±6

2.50 + 33±15 142±16 18±7 9±6

1.25 + 42±8 133±24 15±6 7±5

0.625 + 34±14 146±17 16±7 8±5

0 + 33±11 135±13 15±5 7±4

2-AF2) 0.01 + 2639±132* 1738±116* ne3) ne

2-AA 0.002 + ne ne 147±42* 175±26*

2-NF 0.01 - 1573±128* ne ne ne

MNNG 0.01 - ne 1473±94* 893±84* ne

9-AA 0.08 - ne ne ne 221±47*
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2-AF, 2-Aminofluorene; 2-AA, 2-Aminoanthracene; 2-NF, 2-Nitrofluorene; MNNG,   
N-methyl-N'-nitrosoguanidine; 9-AA, 9-Aminoacridi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3)

Not examine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p<0.01).



- 538 -

   (나)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의 염색체이상 유발능

   본 연구에서는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 세포를 

상으로 하여 30 kGy 감마선 조사 곡류분말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평가하 다. 30 kGy 감

마선 조사 곡류분말에 한 비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가능한 최

고 농도인 10 mg/mL를 시험 용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염색체 이상시험을 실시하 다. 즉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 세포배양에서 시험 용 농도를 10, 5, 2.5, 1.25 

mg/mL 4단계로 설정하여, 염색분체 결손(ctg), 염색분체 단(ctb), 염색분체 교환(cte), 염색체 

결손(csg), 염색체 단(csb)  염색체 교환(cse)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 다. 우선 사

활성 부재시 (-)의 시험에서, 용매 조군인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는 100개의 분열 염

색체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98개 모두 정상으로 음성이었으며, 기지의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인 

양성 조군 MMC (mitomycin C)는 62개만이 정상을 나타내 양성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나

타내어 일반 인 CHL세포에서의 시험결과와 일치하 다(Table 4-22). 한편 30 kGy 조사 곡류

분말의 경우, 1.25 mg/mL 농도 투여군은 98개, 5 mg/mL 농도 투여군은 97개의 정상 상태를 

나타내었고, 최고 농도인 10 mg/mL의 투여군에 있어서도 1개의 chromatid break과 1개의 

chromatid exchange를 제외하고는 98개 모두 정상을 나타내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이지 않았

다. 사활성 존재시 (+)에도 부재시와 마찬가지로 조사 곡류분말(30 kGy)은 모든 시험농도에

서 5% 미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 다. CHL세포의 경우 통상 자연발생의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 출 율은 3%를 과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5%미만의 염색체이상 평균 출 율을 

음성으로 정한다(Wakata and Sasaki, 1987). 따라서 고선량 조사를 한 30 kGy 조사 곡류분

말은 유의할 만한 염색체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염색체 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

로 단된다. 염색체 이상시험은 변이원 물질을 검색하기 한 수단으로 가장 먼  채택되는 

시험법의 하나로 보편 으로 in vitro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70년   

Schmid에 의하여 제창되어(Wakata and Sasaki, 1987) 그 동안 많은 발 을 거듭하 으며 기존

의 많은 화학물질에 하여 실시되어 기  자료가 풍부하고 실험의 재 성도 인정받고 있는 

시험법이다. 과거 염색체이상을 찰하기 해서는 설치류의 골수세포를 이용한 in vivo 세포유

학  시험이 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이 생체내 시험법보다 

훨씬 감수성이 높고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정량  검색이 용이하다. 한 부분의 발암

성 물질이 본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내며 에임즈 시험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물질도 본 시험법

으로 양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에임즈 시험의 보충시험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Dean 

and Danford, 1984). 염색체이상(chromosome aberration)은 염색체수의 변화(이수성 

aneuploidy, 배수성 polyploidy)와 형태의 변화(구조이상)로 구분된다. 수 이상은 주로 분열장

치에 작용하여 생기는 염색체의 불 분리 는 분열정지에 기인한다. 한편, 구조이상(structural 

aberration)은 일반 으로 DNA 이 쇄 단(double strand breaks)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 이상과 구조이상이 유발된 세포의 부분은 증식되지 않고 사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지만 생존한 경우에는 정상과 다른 염색체 구성(염색체 변이)을 가진 세포집단으로 이행될 가

능성이 있다(Ishidate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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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Chromosomal aberration on irradiated cereal powders at 30 kGy using a Chinese 

hamster lung cell line

Treatment

Concentra

tion

(mg/mL)

with(+) or 

without(-) 

S9 mixture

ctg4) ctb cte csg csb cse nor total

PBS1) - - 1 0 1 0 0 0 98 100

30 kGy 10 - 0 1 1 0 0 0 98 100

5 - 1 1 1 0 0 0 97 100

2.5 - 1 0 1 0 0 0 98 100

1.25 - 0 1 1 0 0 0 98 100

MMC2) 0.002 - 15 8 9 1 3 2 62 100

PBS - + 0 0 1 0 0 0 99 100

30 kGy 10 + 1 1 1 0 0 0 97 100

5 + 1 1 1 0 0 0 97 100

2.5 + 1 0 0 0 0 0 99 100

1.25 + 1 0 1 0 0 0 98 100

B(α)p3) 0.05 + 14 7 4 2 1 1 71 100

1)
Phosphate buffered saline(negative control).

2)Mitomycin C(positive control). 
3)Benzo(α)pyrene(positive control).
4)

ctg; chromatid gap, ctb; chromatid breakage, cte; chromatid exchange, csg; chromosome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e, nor; normal.

   (다)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의 소핵 유발능

   소핵시험 결과,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은  시험용량 단계를 걸쳐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23). 즉, 30 kGy 감

마선 조사 곡류분말을 시험동물 kg당 625-5,000 mg의 범 로 경구투여 한 결과, 용매 조군

(D.W.)은 1,000개의 다염성 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소핵을 가진 다염성

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가 3.1 수 이었고,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은  용용량 범 에서 2.9-4.2의 수 을 나타내 용매 조군에 비해 소핵발  빈도

가 유의성있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수가 히 

증가한 52.7개의 소핵빈도를 보임으로써 변이원성을 나타내어 본 시험이 합하게 행하여졌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를 한 30 kGy 조사 곡류분말은 유의할 만한 소핵발 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핵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독성

학  안 성시험에서 분말 죽(Kang et al., 2005)  (Tanaka, 1992)의 30 kGy 감마선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고와도 잘 일치하 다. 생체 내 유 독성시험으로 설치류, 특

히 마우스를 이용하는 소핵시험(micronucleus test)이 제시되어 있다. 본 시험법은 골수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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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이상을 찰하는 신 골수에서 생산되는 구 에 출 되는 소핵을 찰하는 방법

으로 유 독성의 좋은 지표이며, 돌연변이성 물질을 쉽고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되고 있다. 소핵은 polychromatic erythrocytes에서 찰되는 과립 즉 Howell-Jolly body로 

액학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염색체 상해와 련되어 세포핵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Hayashi et al., 1989). 인 인 소핵유발은 감마선이나 fast neutron으로 조사된 콩의 뿌

리에서 찰되었으며 그 후 유 독성학  안 성을 검색하기 하여 설치류의 골수에서 소핵

형성 시험이 이용되기 시작하 다. 염색체의 형태변화(구조이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

로 염색체 단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복되지 않으면 동원체를 갖지 않는 염색체 단편이 형성

되고, 이 단편이 세포 분열시에 잔존하여 소핵을 형성한다. 따라서 소핵은 염색체의 구조이상

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포의 분열장치에 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염색체 1개내지 

여러 개가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게 되어도 소핵화한다는 에서 염색체의 수 이상까지도 검

출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시험법은 골수 의 분열 기상을 해석하는 염색체이상시험과 함

께 생체 내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을 검출하는 시험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Hayashi, 199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은 표 인 in vitro 유 독성시험인 

Salmonella typhimurium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시험에서 음성을 나타내었고, in vivo 

유 독성시험인 소핵시험에서도 소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장기 독성연구를 수행하여 감마선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23. Frequency of micronuclei from marrow in mice treated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1)

Test compound Dose (mg/kg) No. of mice tested MNPCE/1,000 PCE
2)

D.W. 10 3.1 ± 1.0

30 kGy 5,000 10 4.2 ± 1..6

2,500 10 3.4 ± 1.7

1,250 10 3.7 ± 1.2

625 10 2.9 ± 1.4

MMC
3)

2 10 52.7 ± 7.3*

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2)MNPCE: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polychromatic erythrocyte.
3)Mitomycin C(positive control).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p<0.01).

   (라)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의 성독성평가

   사망률

   찰기간동안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에서 사망례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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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4). 

Table 4-24. Mortality and approximate lethal dose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No. of 

animals

Day after treatment Mortality

(daed

/total)

Approximate

lethal dose

(mg/kg)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ale

control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5,000

30 

kGy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Female

control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5,000

30 

kGy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일반증상

   수컷의 경우 찰기간동안 조군에서 설사가 각 1례 찰 되었으나, 그 후 찰기간동안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에서 특이한 증상은 찰되지 않았다(Table 4-25).  암컷

의 경우,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에서 특이한 증상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4-25. Clinical signs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No. of 

animals

Clinical 

signs

Hour(Day 0) after 

treatment
Day after treatment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ale
control 5 NAD1)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6 NAD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Female
control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6 NAD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1)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Table 23. Necropsy findings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육안  부검 소견  체 변화

   부검 결과 수컷의 조군에서 1례, 암컷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각각 1례에서 

장에 게실이 찰되었으나, 다른 특이한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Table 4-26). 찰기간동안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은 정상 인 체 증가가 찰 되었고, 마지막 날의 

체  감소는 부검  식에 의한 상으로 사료된다(Table 4-27, Fig.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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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6. Necropsy findings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Organs Lungs Liver Kidney Spleen Stomach Intestine

Dose(g/kg) 5g/kg 5g/kg 5g/kg 5g/kg 5g/kg 5g/kg

No. of animals 5 5 5 5 5 5

Male

Group

control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4 5

Remarkable 0 0 0 0 1 0

30 kGy

No. of examined 6 6 6 6 6 6

Not Remarkable 6 6 6 6 6 6

Remarkable 0 0 0 0 0 0

Female

control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4 5

Remarkable 0 0 0 0 1 0

30 kGy

No. of examined 6 6 6 6 6 6

Not Remarkable 6 6 6 6 5 6

Remarkable 0 0 0 0 1 0
1)Remarkable is diverticulum of all animals 

Table 4-27. Change of body weight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g) 

Sex Group
Day after treatment

0 1 4 7 11 14 15

Male

control

Mean 213.56 213.20 227.08 253.46 278.80 293.38 279.25

S.D. 2.69 5.39 3.49 2.93 2.65 4.59 4.56

N 5 5 5 5 5 5 5

30 kGy

Mean 216.40 218.00 231.30 254.57 281.83 301.52 283.28

S.D. 1.99 3.10 4.02 3.47 3.84 5.00 5.04

N 6 6 6 6 6 6 6

Female

control

Mean 169.22 166.40 173.66 180.22 190.40 195.64 184.07

S.D. 2.95 2.57 1.85 3.33 3.66 4.54 4.07

N 5 5 5 5 5 5 5

30 kGy

Mean 168.91 166.66 174.00 181.76 189.66 194.55 185.45

S.D. 0.57 1.82 1.06 2.45 2.84 2.12 1.55

N 6 6 6 6 6 6 6



- 543 -

 male

200

225

250

275

300

0 1 4 7 11 14 15

Days

B
o
d
y 

w
e
ig

h
t 
(g

)

control

30 kGy cereal powder

           Fig. 4-2. Mean body weight of male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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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 Mean body weights of Female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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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무게의 변화 

   간(Liver), 비장(Spleen), 신장(Kidney)의 무게변화에 있어서 조군과 30 kGy 곡류분말 투

여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Table 4-28).  

Table 4-28. Change of organ weight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g) 

Sex
Organs Liver Spleen Kidney

Dose(g/kg) 5 5 5

Male

Group

control

Mean 9.496 0.688 2.280

S.D 0.235 0.011 0.040

N 5 5 5

30 kGy

Mean 9.598 0.707 2.327

S.D 0.270 0.025 0.051

N 6 6 6

Female

control

Mean 5.846 0.584 1.458

S.D 0.215 0.029 0.027

N 5 5 5

30 kGy

Mean 5.887 0.577 1.382

S.D 0.213 0.011 0.036

N 6 6 6

  액학  분석결과 

   구측정기기를 이용한 액학  분석결과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에서 

WBC(White Blood Cell, 백 구), NE(Neutrophil, 성구), LY(Lymphocyte, 림 구), 

MO(Monocyte, 단핵구), EO(Eosinophil, 호산구), BA(Basophil, 호염기구), RBC(Red Blood Cell, 

구), Hb(Hemoglobin, 헤모 로빈), HCT(Hematocrit,  구 비율), MCV(Mean 

Corpuscular Volume, 평균 구 용 ), MCH(Mean Corpuscular Hb, 평균 헤모 로빈 함유

량), MCHC(Mean Corpuscular Hb Concentration, 평균 헤모 로빈농도), RDW(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구 크기 분포폭), PLT(Platelet, 소 ), MPV(Mean Plasma Volume, 

평균 소  용 )등이 정상치를 나타내었다. 암컷의 PLT 수치가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정상 범 를 유지하 다(Table 4-29,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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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9. Analysis of Leuk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k/㎕)  

Sex Group WBC NE LY MO EO BA

Male

control

Mean 4.192 1.154 3.790 0.224 0.036 0.008

S.D 0.517 0.098 0.425 0.060 0.004 0.002

N 5 5 5 5 5 5

30 kGy

Mean 4.977 1.269 3.628 0.215 0.040 0.008

S.D 1.038 0.450 0.641 0.082 0.014 0.004

N 6 6 6 6 6 6

Female

control

Mean 4.428 1.324 2.762 0.288 0.041 0.012

S.D 1.056 0.349 0.640 0.061 0.014 0.002

N 5 5 5 5 5 5

30 kGy

Mean 4.260 1.195 2.897 0.225 0.043 0.010

S.D 0.507 0.309 0.246 0.052 0.007 0.004

N 6 6 6 6 6 6

  

Table 4-30. Analysis of Erythrocytes, Thromb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RBC

(M/㎕)

Hb

(g/㎗)

HCT

(%)

MCV

(fL)

MCH

(pg)

MCHC

(g/㎗)

RDW

(%)

PLT

(k/㎕)

MPV

(fL)

Male

control

Mean 8.166 17.060 46.560 57.000 20.900 36.700 14.440 383.600 5.820

S.D 0.255 0.501 1.727 0.491 0.138 0.420 0.051 117.389 0.356

N 5 5 5 5 5 5 5 5 5

30 kGy

Mean 8.500 18.217 48.700 57.233 21.427 37.383 14.583 359.000 5.517

S.D 0.349 0.922 2.318 0.648 0.304 0.320 0.108 192.421 0.212

N 6 6 6 6 6 6 6 6 6

Female

control

Mean 9.324 20.760 51.360 55.120 20.900 40.360 13.660
1033.60

0
6.710

S.D 0.224 0.739 1.552 0.781 0.138 0.294 0.150 52.331 0.129

N 5 5 5 5 5 5 5 5 5

30 kGy

Mean 9.102 20.317 50.583 55.550 22.200 39.950 13.983 975.667 6.583

S.D 0.721 1.883 4.090 0.534 0.419 0.537 0.114 107.349 0.170

N 6 6 6 6 6 6 6 6 6

   액 생화학  분석결과 

   액 생화학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에서 

모든항목 ALB(Albumin, 알부민), ALP(Alkaline Phosphatase, 알칼라인 탈인산가수분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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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켰으며, HDL-콜 스테롤은 감소시켰다. MNNG와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을 동시에 투여하

을 경우에도 MNNG 단독투여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30 kGy 조사 곡류분말에 의해 

진되는 악 향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4-32.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and MNNG on serum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mg/dL)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0 kGyl 90.36±8.72 
b

83.54±33.88 
b

38.78±7.36 
a

30 kGy 98.83±11.74 b 84.77±25.93 b 36.04±5.96 a

MNNG 156.57±16.46 
a

215.46±37.31 
a

22.37±6.24 
b

30 kGy+MNNG 162.84±18.35 
a

207.84±34.57 
a

21.68±5.49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0 kGy 곡류분말이 간지질 사에 미치는 향

   고선량 조사(30kGy) 곡류분말은 간지질 사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33). 발암물질(MNNG)과 30 kGy 곡류분말의 동시 투여가 간지질 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본 결과, 앞선 청지질과 마찬가지로 곡류분말 단독 투여군에 비해 콜 스테롤과 

성지질은 증가하 고, HDL-콜 스테롤은 반 로 감소하 다. 발암물질인 MNNG 단독투여 

한 조군에 비해 콜 스테롤  성지질의 증가와 HDL-콜 스테롤의 감소를 래하므로, 

30 kGy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이 발암물질인 MNNG의 작용을 진시키지 않음을 알수있었다.

Table 4-33.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and MNNG on liver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mg/g liver)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0 kGy 64.83±3.59 
b

95.62±34.62 
b

43.25±5.47 
a

30 kGy 61.67±4.31 
b

102.47±26.32 
b

40.69±4.58 
a

MNNG 84.65±6.26 
a

194.95±26.47 
a

28.64±6.57 
b

30 kGy+MNNG 86.81±7.64 a 212.75±32.54 a 27.54±4.39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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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kGy 곡류분말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

   30 kGy 조사 곡류분말의 투여에 의해 생체내 항산화효소인 catalase, GST  Cu/Zn SOD 

활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34). 반면, MNNG를 단독 투여한 경우에 항산화 효

소 활성은 조군에 비해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발암물질(MNNG)과 30 kGy 조사 곡류분

말의 동시투여가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MNNG단독 투여군과 유

사하여, 이미 MNNG가 투여된 경우 30 kGy 조사 곡류분말 섭취에 따른 항산화 효소 활성의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34.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and MNNG on specific activities 

of catalase,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the liver of rats

(unit/mg protein)

  Groups Catalase GST Cu/Zn-SOD

 0 kGy 246.8±18.6 
a

3.5±0.4 
a

0.49±0.05 
a

30 kGy 250.5±16.3 a 3.3±0.2 a 0.49±0.04 a

MNNG 196.7±16.8 
b

2.4±0.2 
b

0.38±0.05 
b

30 kGy+MNNG 201.8±17.6 
b

2.5±0.3 
b

0.38±0.03 
b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0 kGy 곡류분말이 간 기능 지표 효소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30 kGy 조사 곡류분말의 투여시 Sprague Dawley(SD)계 rat에서 나타나는 

간기능 지표 효소의 변화를 조사하 다(Table 4-35). 간기능 지표 효소인 GPT와 GOT는 30 

kGy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 섭취에 의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발암물질을 단

독투여한 MNNG 군은 조군에 비해 높은 GPT, GOT 활성증가를 나타내었다. MNNG와 30 

kGy 조사 곡류분말의 병행투여 결과도 마찬가지로 높은 GPT, GOT 활성증가를 나타내었으나, 

30 kGy 조사 곡류분말 섭취에 의해 진되는 악 향은 찰되지 않았다.

Table 4-35.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and MNNG on the activity of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n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roups GPT (unit/dl) GOT (unit/dl)

 0 kGy 46.49±6.45 
b

65.73±3.87 
b

30 kGy 48.90±6.07 b 65.35±11.20 b

MNNG 91.64±8.52 a 185.34±14.62 a

30 kGy+MNNG 87.69±7.35 
a

187.64±16.85 
a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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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선량조사 곡류분말의 아 성 독성평가 

   사망률

   3개월간의 찰기간동안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에서 사망례는 찰되

지 않았다(Table 4-36). 

Table 4-36. Mortality and approximate lethal dose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No. of 

animals

Day after treatment Mortality

(dead/total)

Approximate

lethal dose

(mg/kg)
0 1 2 3 4 5 6 7

Male

CON 5 0 0 0 0 0 0 0 0
0%

(0/5)

>5,000

30 kGy

(0.1g)
5 0 0 0 0 0 0 0 0

0%

(0/5)

30 kGy

(1g)
5 0 0 0 0 0 0 0 0

0%

(0/5)

30 kGy

(5g)
5 0 0 0 0 0 0 0 0

0%

(0/5)

Female

CON 5 0 0 0 0 0 0 0 0
0%

(0/5)

>5,000

30 kGy

(0.1g)
5 0 0 0 0 0 0 0 0

0%

(0/5)

30 kGy

(1g)
5 0 0 0 0 0 0 0 0

0%

(0/5)

30 kGy

(5g)
5 0 0 0 0 0 0 0 0

0%

(0/5)

   일반증상  육안  부검 소견

   암․수 모든 조군과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에서 3개월간의 찰기간 동안 특이한 증상

은 찰되지 않았다(Table 4-37). 부검 결과 암․수 모든 군에서 각각의 장기에서는 해부학 인 

이상증상은 나오지 않았다(Table 4-38). 

   식이 섭취량의 변화

   사 이지에 넣어 식이섭취량을 구한 결과 암․수 모든 군에서 30 kGy 곡류분말 투여에 

의한 섭취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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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7. Clinical signs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No. of 

animals

Clinical 

signs

Hour(Day 0) after 

treatment
Day after treatment

1 2 3 4 5 6 1 2 3 4 5 6 7

Male

CON 5 NAD
1)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1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5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Female

CON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1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30 kGy

(5g)
5 NAD 5 5 5 5 5 5 5 5 5 5 5 5 5

1)
 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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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8. Necropsy findings of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Organs Lungs Liver Kidney Spleen Stomach Intestine

No. of animals 5 5 5 5 5 5

Male

Group

CON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0.1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1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5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Female

CON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0.1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1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30 kGy

(5g)

No. of 

examined
5 5 5 5 5 5

Not Remarkable 5 5 5 5 5 5

Remarkable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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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9. Change of food intake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g/day)  

Sex Group Food intake

Male

CON

Mean 11.350

S.D 3.552

N 5

30 kGy

(0.1g)

Mean 9.100

S.D 4.700

N 5

30 kGy

(1g)

Mean 12.850

S.D 2.650

N 5

30 kGy

(5g)

Mean 9.300

S.D 1.200

N 5

Female

CON

Mean 9.200

S.D 0.500

N 5

30 kGy

(0.1g)

Mean 10.500

S.D 1.000

N 5

30 kGy

(1g)

Mean 10.300

S.D 0.500

N 5

30 kGy

(5g)

Mean 11.700

S.D 0.800

N 5

   체 변화

   3개월간의 찰기간동안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은 정상 인 체 증가

가 찰 되었다(Table 4-40). 

Table 4-40. Change of body weight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Groups
Body weight gain (g/day)

Male Female

Control 2.58±0.27
N.S.1)

1.97±0.31
N.S

30 kGy 2.62±0.34 2.02±0.25

1) 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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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무게의 변화

   부검 결과 암수 모두 간장(Liver)과 비장(Spleen), 신장(Kidney)에서 30 kGy 곡류분말의 독

성에 의한 유의 인 무게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41). 

Table 4-41. Change of organ weight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g)  

Sex Organs Liver Spleen Kidney

Male

Group/Dose(g/kg)

CON

Mean 15.217 0.827 1.683

S.D 0.982 0.029 0.081

N 5 5 5

30 kGy

(0.1g)

Mean 16.108 0.840 1.650

S.D 0.624 0.045 0.096

N 5 5 5

30 kGy

(1g)

Mean 15.213 0.870 1.513

S.D 0.707 0.017 0.145

N 5 5 5

30 kGy

(5g)

Mean 15.135 0.830 1.685

S.D 0.430 0.026 0.070

N 5 5 5

Female

CON

Mean 8.653 0.680 1.290

S.D 0.616 0.023 0.073

N 5 5 5

30 kGy

(0.1g)

Mean 8.700 0.690 1.277

S.D 0.356 0.017 0.038

N 5 5 5

30 kGy

(1g)

Mean 8.503 0.690 1.227

S.D 0.226 0.017 0.038

N 5 5 5

30 kGy

(5g)

Mean 8.607 0.670 1.243

S.D 0.151 0.086 0.072

N 5 5 5

   액학  분석결과

   부검 후 구측정기기를 이용하여 SD rat의 액을 분석한 결과,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 WBC(White Blood Cell, 총백 구수), NE(Neutrophil, 호 구), 

LY(Lymphocyte, 림 구), MO(Monocyte, 단핵구), EO(Eosinophil, 호산구), BA(Basophil, 호염

기구), RBC(Red Blood Cell, 총 구수), Hb(Hemoglobin, 헤모 로빈), HCT(Hematocrit,  

구 비율), MCV(Mean Corpuscular Volume, 평균 구 용 ), MCH(Mean Corpuscular 

Hb, 평균 헤모 로빈 함유량), MCHC(Mean Corpuscular Hb Concentration, 평균 헤모 로빈 

농도), RDW(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구 크기 분포폭), PLT(Platelet, 소 ), 

MPV(Mean Plasma Volume, 평균 소  용 )는 정상치를 나타내었다(Table 4-4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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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2. Analysis of Leuk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k/㎕)

Sex Group WBC NE LY MO EO BA

Male

CON

Mean 2.632 0.682 1.830 0.106 0.022 0.022

S.D 0.642 0.223 0.385 0.045 0.009 0.005

N 5 5 5 5 5 5

30 kGy

(0.1g)

Mean 2.999 0.538 1.954 0.120 0.020 0.028

S.D 0.576 0.434 0.548 0.097 0.068 0.006

N 5 5 5 5 5 5

30 kGy

(1g)

Mean 2.707 0.723 1.847 0.093 0.028 0.017

S.D 0.592 0.149 0.416 0.021 0.012 0.009

N 5 5 5 5 5 5

30 kGy

(5g)

Mean 2.770 0.612 1.910 0.118 0.025 0.022

S.D 0.774 0.148 0.619 0.047 0.033 0.008

N 5 5 5 5 5 5

Female

CON

Mean 4.648 1.910 2.318 0.266 0.044 0.015

S.D 1.026 0.604 0.364 0.076 0.035 0.013

N 5 5 5 5 5 5

30 kGy

(0.1g)

Mean 3.824 1.834 2.532 0.286 0.040 0.017

S.D 1.386 0.570 0.946 0.083 0.020 0.008

N 5 5 5 5 5 5

30 kGy

(1g)

Mean 4.472 1.844 2.434 0.256 0.046 0.016

S.D 0.589 0.216 0.531 0.044 0.039 0.014

N 5 5 5 5 5 5

30 kGy

(5g)

Mean 4.416 1.860 2.552 0.274 0.058 0.018

S.D 0.755 0.210 0.459 0.049 0.051 0.011

N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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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3. Analysis of Erythrocytes, Thromb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RBC

(M/㎕)

Hb

(g/㎗)

HCT

(%)

MCV

(fL)

MCH

(pg)

MCHC

(g/㎗)

RDW

(%)

PLT

(k/㎕)

MPV

(fL)

Male

CON

Mean 6.958 15.540 34.420 53.980 20.640 38.240 15.340 677.40 5.540

S.D 0.916 2.123 5.209 1.123 0.695 0.823 0.250 193.957 0.286

N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Mean 7.198 15.380 35.140 54.800 21.380 38.280 15.200 653.200 5.433

S.D 0.247 0.580 1.214 0.651 0.410 0.434 0.253 117.123 0.491

N 5 5 5 5 5 5 5 5 5

30 

kGy

(1g)

Mean 6.897 14.700 37.550 54.383 21.167 38.867 15.450 631.333 5.750

S.D 0.364 1.156 2.114 0.624 0.818 1.195 0.165 118.414 0.423

N 5 5 5 5 5 5 5 5 5

30 

kGy

(5g)

Mean 7.018 15.233 37.783 53.733 21.550 38.117 15.500 623.000 5.550

S.D 0.624 1.515 3.448 0.553 0.421 0.551 0.548 134.488 0.118

N 5 5 5 5 5 5 5 5 5

Female

CON

Mean 7.338 16.380 40.690 55.880 22.280 40.100 13.980 677.400 5.440

S.D 0.458 1.141 2.407 0.833 0.315 0.570 0.365 193.957 0.286

N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Mean 6.916 16.080 37.540 54.160 21.640 39.960 14.380 685.600 5.480

S.D 0.688 1.707 3.936 0.609 0.464 0.730 0.271 71.926 0.299

N 5 5 5 5 5 5 5 5 5

30 

kGy

(1g)

Mean 7.008 16.740 42.980 54.620 22.000 40.400 14.360 695.400 5.300

S.D 0.838 1.973 4.805 0.679 0.563 0.589 0.382 120.375 0.114

N 5 5 5 5 5 5 5 5 5

30 

kGy

(5g)

Mean 6.732 17.140 41.340 55.860 21.900 39.420 14.160 668.000 5.320

S.D 1.086 2.388 5.942 0.451 0.354 0.588 0.541 89.764 0.495

N 5 5 5 5 5 5 5 5 5

   액 생화학  분석결과 

   부검 후 액 생화학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SD rat의 액을 분석한 결과,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  ALB(Albumin, 알부민), ALP(Alkaline Phosphatase, 알칼라인 

탈인산가수분해효소), BUN(Urea, 요소), Ca(Calcium, 칼슘), Chol(Cholesterol, 콜 스테롤), 

D-BIL(Bilirubin direct, 직  빌리루빈), CREA(Creatinine, 크 아틴), GLUC(Glucose,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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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루타민 옥살로아세테이트 아미노산 이효소), 

GPT(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루타민 피루빈산 아미노산 이효소), 

HDL-CHOL(HDL-cholesterol, HDL-콜 스테롤), T-BIL(Bilirubin Total, 총 빌리루빈량),  

TG(triglyceride, 성지질), TP(Total protein, 총단백질량)의 모든 항목이 정상수치를 나타내어, 

30 kGy 곡류분말 투여에 의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4-44). 

Table 4-44. Analysis of Serum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7up
ALB

(g/dl)

ALP

(U/l)

BUN

(mg/dl)

CHOL

(mg/dl)

CREA

(U/l)

D-BIL

(mg/dl)

GLUC

(mg/dl)

GOT

(U/l)

GPT

(U/l)

HDL-ChOL

(mg/dl)

Male

CON

Mean 2.211 401.358 13.685 90.361 0.634 0.176 177.083 65.733 46.485 38.781

S.D 0.392 65.896 0.978 8.718 0.167 0.033 19.605 3.868 6.448 7.356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Mean 1.889 461.352 14.256 91.464 0.600 0.167 181.901 67.445 44.173 37.070

S.D 0.367 66.181 1.717 6.881 0.055 0.028 23.655 9.915 6.839 5.692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1g)

Mean 2.154 398.642 13.653 90.035 0.719 0.170 169.808 64.791 44.569 34.661

S.D 0.314 54.849 0.762 9.169 0.157 0.022 18.232 15.968 4.045 5.372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5g)

Mean 1.949 392.443 14.608 98.830 0.655 0.181 170.929 65.346 48.896 36.041

S.D 0.329 48.996 1.248 11.741 0.079 0.019 13.090 11.204 6.074 5.956

N 5 5 5 5 5 5 5 5 5 5

Female

CON

Mean 2.741 107.838 15.213 73.167 0.608 3.246 152.923 89.965 46.332 35.664

S.D 0.393 38.924 0.731 12.080 0.151 0.483 15.522 11.778 5.565 4.421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0.1g)

Mean 2.803 115.540 15.170 71.497 0.594 3.312 144.219 94.358 44.183 36.086

S.D 0.180 12.153 1.519 7.669 0.046 0.652 15.765 8.689 4.068 3.949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1g)

Mean 2.523 121.741 16.033 79.466 0.594 3.099 150.084 88.107 47.391 39.010

S.D 0.364 30.252 1.653 14.437 0.069 0.536 9.576 8.500 3.236 8.750

N 5 5 5 5 5 5 5 5 5 5

30 kGy

(5g)

Mean 2.744 109.915 15.126 73.533 0.573 3.154 163.808 91.778 49.535 36.361

S.D 0.261 52.326 2.251 13.033 0.024 0.629 13.940 6.52 2.703 7.552

N 5 5 5 5 5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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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의 생화학  분석 결과 

   24시간 뇨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에서 

ALP(Alkaline Phosphatase, 알칼라인 탈인산가수분해효소), BUN(Urea, 요소), D-BIL(Bilirubin 

direct, 직  빌리루빈), T-BIL(Bilirubin Total 총빌리루빈량)이 정상치를 나타내었다(Table 

4-45).

Table 4-45. Analysis of Urine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ALP

(U/l)

BUN

(mg/dl)

D-BIL

(mg/dl)

T-BIL

(mg/dl)

Male

CON

Mean 27.035 124.41 0.144 0.146

S.D 2.244 22.797 0.008 0.008

N 5 5 5 5

30 kGy

(0.1g)

Mean 26.564 128.099 0.175 0.146

S.D 1.147 14.267 0.011 0.004

N 5 5 5 5

30 kGy

(1g)

Mean 26.596 136.220 0.153 0.141

S.D 2.507 8.757 0.022 0.014

N 5 5 5 5

30 kGy

(5g)

Mean 27.932 122.349 0.185 0.153

S.D 2.809 5.425 0.031 0.017

N 5 5 5 5

Female

CON

Mean 26.755 132.969 0.151 0.132

S.D 7.824 12.374 0.016 0.005

N 5 5 5 5

30 kGy

(0.1g)

Mean 31.247 138.258 0.150 0.137

S.D 1.002 2.319 0.014 0.011

N 5 5 5 5

30 kGy

(1g)

Mean 29.025 135.424 0.153 0.134

S.D 2.758 15.066 0.020 0.008

N 5 5 5 5

30 kGy

(5g)

Mean 28.625 135.492 0.155 0.132

S.D 1.643 15.004 0.005 0.006

N 5 5 5 5

   조직학 인 분석 

   부검 후, 간장(Liver), 신장(Kidney), 비장(Spleen), 장(Stomach)을 채취하여 4%포르말린에 

고정 후, 조직학 인 분석을 찰한 결과,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에

서 특이한 사항은 찰 되지 않았다(Fig. 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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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4. Histology section of each tissues(100x). male

             Control : A, B, C, D

             0.1g 30 kGy cereal powder : E, F, G, H 

             1g 30 kGy cereal powder  : I, J, K, L

             5g 30 kGy cereal powder  :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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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 Histology section of each tissues(100x). female

           Control : A, B, C, D

           0.1g  30 kGy cereal powder : E, F, G, H

           1g 30 kGy cereal powder  : I, J, K, L

           5g 30 kGy cereal powder  : M, N, O, P

   이상과 같이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을 SD 랫드에 3개월간 투여한 결과, 30 kGy 곡류

분말에 의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략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5,000 mg/kg 이상

으로 단된다.

 

 나.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  특성  품질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 식품군별로 단체 식에 많이 이용되는 식품을 선정하여 방사선 조사기술

을 용하여 미생물학 ㆍ이화학 ㆍ 능학 ㆍ 양학  특성을 다각 으로 평가하여 각 식품

군별로 방사선 조사의 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1) 탄수화물 원식품(곡류  분류)

  제 1군 탄수화물 식품류인 곡류  분류 식품의 표 인 식품인 죽은 소화가 쉽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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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유식, 환자식, 노인식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화력 뿐 아니라 면역력 한 약하기 

때문에 미생물학  안 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의 미생물학  안

성  품질개선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용하 을 때 특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선 조사된 죽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방사선 조사된 죽(고형물 12%, 입자크기 >2.5 mm)을 25℃에 장하면서 경시 으로 측

정한 총균수는 Table 4-46 과 같다. 제조 직후 죽의 총균수는 2.40 log CFU/g 으며, 1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검출한계(2 log CFU/g)이하로 사멸되었다. 죽을 25℃에서 장

하 을 때 비조사구는 1일 후 총균수가 7.40 log CFU/g으로 증가하 으며 부패취 등 부패

상이 나타나 가식성이 떨어졌다. 3일 후 비조사구의 총균수는 7.45 log CFU/g로 나타났고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가 감소하 으며 10 kGy 조사구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편, 장균군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Lee 등(2004)이 미음에 방사선

을 조사한 후 20℃에 장하면서 미생물 생육을 찰한 결과, 비조사구의 기 미생물 수는 

4.9 log CFU/g이었으며, 2.5 kGy 조사구는 1주 후에 3.2 log CFU/g, 5 kGy 조사구는 4주 후

에 3.8 log CFU/g 으로 증가하 으며, 7.5 kGy 이상의 조사구는 장 6주까지 미생물이 검출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Lee 등(2004)은 원료 에 조사한 후 미음을 제조하여 장하 을 

때에는 조리기구, 포장재  조리환경에 의해 2차오염되어 조사선량에 계없이 장 2-4주에 

모두 부패 상이 나타난 반면, 미음에 조사하 을 때에는 완제품상태에서 조사하 기 때문에 

2차오염이 없어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Solberg 등(1990)에 의하면 ready-to-eat 형태의 식품에 있어서 총균수가 10
5
 이하인 상태를 안

수 이라고 하 으나 섭취 상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 노인  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

한 제품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Min 등(1993)은 국내 유통 인 이유식의 미생물을 

검사한 결과, 냉장보  14일째부터 모든 시료에서 미생물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이유식 제조시 

각별한 생처리가 요구됨을 지 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음의 보존  일반세

균의 생장을 유의 으로 억제하여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5 kGy 이상의 조

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46.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and Escherichia coli (log CFU/g) 

of rice porridge during storage at 25℃

Storage period

(days)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Total 
bacteria

0 2.40 N.D.1) N.D. N.D. N.D.

1 7.40 6.48 5.78 3.85 N.D.

3 7.45 6.50 6.30 5.47 N.D.

E. coli

0 N.D. N.D. N.D. N.D. N.D.

1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1) N.D.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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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학  특성

   방사선 조사된 죽을 일반 인 즉석죽을 섭취할 때처럼 3분간 100℃에서 탕한 후 40℃

까지 방냉하여 측정한 도값을 Table 4-47에 나타내었다. 입자크기  고형물 함량에 계없

이 모든 시료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도값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러한 방사선 조

사에 의한 성의 하 상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으며 이는 죽에 함유된 분의 호

화 후 gel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depolymeriazation되었기 때문이다. 병원의 환자식  유아

의 이유식에 사용되는 죽식(유동식)은 상의 작능력에 따라 연식, 유동식, 맑은 유동식으

로 나뉘며 이는 각각 죽, 7부죽, 5부죽이 사용되고 이들의 고형물 함량은 각각 12%, 10%, 

8%이다. 소화능력  작능력이 하될수록 연식( 죽)보다는 도가 낮아 섭취가 쉬운 맑은 

유동식(5부죽)을 제공한다. 그러나 맑은 유동식은 고형물함량이 매우 어 장기간 식시 심각

한 양부족상태가 된다. Lee 등(2004)과 Yook 등(2004)은 조사에 의해 성이 무 높아 고형

분양을 늘릴 수 없어 열량 도가 낮은 죽의 단 을 보완하여 1회 섭취시 약 25-30 kcal의 열량

을 보충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도가 감소하

여 고형물함량이 12%인 죽이 고형물함량 8%인 5부죽 수 으로 감소하 다. 통 (입자크기 

>2.5 mm)로 제조한 죽은 5 kGy조사시, 반 (입자크기 1.5-2.5 mm)  가루(입자크기 <0.7 

mm)로 제조한 죽은 3 kGy 조사시, 반반 (입자크기 0.7-1.5 mm)로 제조한 죽은 1-3 kGy 

조사에 의해 비조사구 고형물 8%의 도수 으로 감소하 다. 즉, 방사선 조사에 의해 양

도가 높으면서 낮은 성을 가진 죽의 제조가 가능하 다. 

   방사선 조사된 죽의 환원당을 Table 4-48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형물함량이 낮을수록 죽의 환원당함량이 부분 높게 나타났다. 입자크기  고

형물 함량에 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환원당이 증가하 다. 이

러한 환원당 함량의 증가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Raffiet al., 1981; 

Ananthaswamyet al., 1970)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래디컬들은 분 혹은 이당류의 

glucose의 C1 치의 glycosidic linkage의 분열을 일으켜 결과 으로 이러한 radiolytic end 

products가 환원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affiet al., 1985, Molins 2001). 고형물함량이 

낮을수록 방사선조사에 의한 환원당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된 죽의 청가를 Table 4-49에 나타내었다. 입자크기  고형물 함량에 계없

이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청가가 증가하 다. An 등(2004)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분에서 blue value를 측정하 는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는 반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죽의 α-amylase에 의한 분 가수분해율은 기가수분해율(0-15 min), 후

기가수분해율(15-90 min)  체가수분해율(0-90 min)로써 Table 4-50, 51, 52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분가수분해율이 증가하 다. 이는 방사선 조사

에 의해 고분자구조의 분의 depolymerization으로 인한 분자화되어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in vitro상의 결과로 실제로 조사

에 의해 소화율이 증가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재까지 방사선 조사가 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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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Rombo 등(2001)은 raw 

maize, cooked maize and cooked bean flours의 소화율을 in vitro 상에서 평가하 을 때 2.5 

kGy 조사구의 소화율이 최 으며, 그 이상 조사시에는 분의 β(1-3)-, β(1-4)-결합이 생성되

기 때문에 소화율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in vivo 실험에서는 10 kGy 이상 조사시 cereal, 

legumes의 소화율이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와 6 kGy로 조사한 maize starch의 소화율의 차이

가 없다고 보고된바 있는 반면, 10 kGy로 조사한 maize starch가 함유된 식이를 먹 을 때, 

분의 소화율이 5% 감소하 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바 있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의 소화

율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4-47. Viscosity (cP)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at 40℃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Decreasing rate

(cP/kGy, R2)0 1 3 5 10

12

>2.5
53,500 8,050

(85)

2,250

(96)

575

(99)

550

(99)

3559.6

(0.3808)

1.5-2.5
73,000 10,250

(86)

5,750

(92)

1,800

(98)

1,350

(98)

4779.8

(0.3802)

0.7-1.5
11,300 9,300

(18)

3,550

(69)

2,550 

(77)

700

(94)

1025.8

(0.7902)

<0.7
7,100 4,300

(39)

3,050

(57)

1,200

(83)

313

(96)

606.4

(0.8024)

10

>2.5
13,550 2,200

(84)

1,850

(86)

1,400

(90)

825

(94)

833.4

(0.3763)

1.5-2.5
17,400 3,925

(77)

2,500

(86)

1,225

(93)

450

(97)

1191.9

(0.4550)

0.7-1.5
9,525 1,925

(80)

1,050

(89)

875

(91)

238

(98)

635.4

(0.4276)

<0.7
4,900 3,300

(33)

2,750

(44)

575

(88)

250

(95)

443.0

(0.8148)

8

>2.5
513 375

(27)

350

(32)

175

(66)

75

(85)

41.4

(0.9025)

1.5-2.5
5,775 575

(90)

250

(96)

75

(99)

50

(99)

371.9

(0.3515)

0.7-1.5
4,700 463

(90)

375

(92)

163

(97)

90

(98)

297.8

(0.3531)

<0.7
3,100 360

(88)

128

(96)

78

(97)

48

(98)

199.1

(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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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8. Reduced sugar(glucose, mg/ml)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Reduced sugar 

decreasing rate

(mg/ml/kGy)0 1 3 5 10

12

>2.5 0.044 0.053 0.060 0.067 0.221 0.0174(0.8530)

1.5-2.5 0.047 0.065 0.065 0.099 0.138 0.0089(0.9614)

0.7-1.5 0.073 0.080 0.090 0.095 0.139 0.0064(0.9667)

<0.7 0.012 0.046 0.195 0.195 0.301 0.0282(0.8786)

10

>2.5 0.056 0.058 0.096 0.120 0.251 0.0199(0.0406)

1.5-2.5 0.076 0.050 0.059 0.121 0.261 0.0204(0.8726)

0.7-1.5 0.077 0.047 0.059 0.068 0.231 0.0166(0.7476)

<0.7 0.075 0.039 0.064 0.137 0.246 0.0198(0.8938)

8

>2.5 0.036 0.117 0.080 0.338 0.335 0.0311(0.7258)

1.5-2.5 0.081 0.114 0.166 0.187 0.301 0.0212(0.9887)

0.7-1.5 0.103 0.078 0.112 0.183 0.223 0.0144(0.8816)

<0.7 0.116 0.116 0.132 0.221 0.455 0.0352(0.9313)

Table 4-49. Blue valu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Blue value 

decreasing rate0 1 3 5 10

12

>2.5 0.384 0.33 0.404 0.538 0.588 0.0252(0.8393)

1.5-2.5 0.356 0.396 0.634 0.71 0.706 0.0360(0.6906)

0.7-1.5 0.584 0.534 0.75 0.796 0.866 0.0320(0.8031)

<0.7 0.378 0.52 0.642 0.706 0.75 0.0333(0.7637)

10

>2.5 0.024 0.168 0.252 0.326 0.448 0.0383(0.8983)

1.5-2.5 0.082 0.152 0.244 0.296 0.354 0.0258(0.8713)

0.7-1.5 0.118 0.106 0.132 0.282 0.240 0.0155(0.5936)

<0.7 0.230 0.284 0.306 0.272 0.938 0.0673(0.7977)

8

>2.5 0.074 0.260 0.274 0.316 0.250 0.0112(0.2244)

1.5-2.5 0.086 0.178 0.238 0.348 0.266 0.0167(0.4571)

0.7-1.5 0.062 0.132 0.166 0.210 0.170 0.0090(0.4175)

<0.7 0.080 0.104 0.172 0.174 0.196 0.0110(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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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0. Starch hydrolysis increasing rat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12%) by α-amylase

Particle 

size(mm)
Incuvation period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5

Initial period
1)

0.0339 0.0514 0.0479 0.0598 0.0476

Later period
2)

0.0158 0.0133 0.0129 0.0155 0.0154

Total period
3)

0.0188 0.0190 0.0185 0.0228 0.0207

1.5-2.5

Initial period 0.0090 0.0028 0.009 0.0089 0.0107

Later period 0.0056 0.0042 0.0064 0.0052 0.0053

Total period 0.0063 0.0041 0.0068 0.0057 0.0059

0.7-1.5

Initial period 0.0044 0.0105 0.0083 0.0103 0.0194

Later period 0.0036 0.0028 0.0049 0.0055 0.0038

Total period 0.0026 0.0037 0.0052 0.0060 0.0056

<0.7

Initial period 0.0042 0.0145 0.0121 0.0112 0.0124

Later period 0.0025 0.0053 0.0057 0.0055 0.0059

Total period 0.0027 0.0063 0.0063 0.0061 0.0066
1)Initial : hydrolysis during 0-15 min
2)

Later : hydrolysis during 15-45 min
3)Total : hydrolysis during 0-45 min

Table 4-51. Starch hydrolysis increasing rat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10%) by α-amylase

Particle 

size(mm)
Incuvation period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5

Initial period
1)

0.0075 0.0134 0.0130 0.0118 0.0212

Later period2) 0.0066 0.0109 0.0106 0.0099 0.0118

Total period
3)

0.0070 0.0117 0.0112 0.0105 0.0130

1.5-2.5

Initial period 0.0106 0.0130 0.0124 0.0117 0.0135

Later period 0.0096 0.0105 0.0116 0.0113 0.0103

Total period 0.0100 0.0112 0.0120 0.0120 0.0106

0.7-1.5

Initial period 0.0076 0.0130 0.0134 0.0148 0.0212

Later period 0.0075 0.0100 0.0121 0.0110 0.0097

Total period 0.0074 0.0107 0.0124 0.0122 0.0109

<0.7

Initial period 0.0090 0.0125 0.0161 0.0157 0.0161

Later period 0.0089 0.0101 0.0116 0.0110 0.0114

Total period 0.0092 0.0108 0.0123 0.0123 0.0120

1)
Initial : hydrolysis during 0-15 min

2)Later : hydrolysis during 15-45 min
3)Total : hydrolysis during 0-4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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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2. Starch hydrolysis increasing rat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8%) by α-amylase

Particle 

size(mm)
Incuvation period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5

Initial period1) 0.0263 0.0353 0.0430 0.0549 0.0480

Later period
2)

0.0042 0.0084 0.0095 0.0136 0.0127

Total period3) 0.0073 0.0123 0.0141 0.0195 0.0178

1.5-2.5

Initial period 0.0203 0.0307 0.0367 0.0382 0.0401

Later period 0.0054 0.0082 0.0118 0.0129 0.0126

Total period 0.0079 0.0115 0.0156 0.0166 0.0164

0.7-1.5

Initial period 0.0335 0.0434 0.045 0.0471 0.0504

Later period 0.0096 0.0135 0.0139 0.0137 0.0130

Total period 0.0144 0.0179 0.0183 0.0186 0.0183

<0.7

Initial period 0.0306 0.0404 0.0467 0.0425 0.0406

Later period 0.0098 0.0144 0.0126 0.0129 0.0119

Total period 0.0130 0.0181 0.0172 0.0175 0.0159

1) Initial : hydrolysis during 0-15 min
2) Later : hydrolysis during 15-45 min
3)

 Total : hydrolysis during 0-45 min

   색도

   방사선 조사된 죽의 색도를 Table 4-53, 54, 55에 나타내었다. 고형물 12%, 10% 죽은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명도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색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

며, 황색도는 증가하 다. 고형물 8% 죽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명도값이 유의 으로 감

소한 반면, 색도는 증가하 으며 특히 통 (입자크기 >2.5 mm)로 제조한 죽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형물 8% 죽의 황색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색도  황색도의 증가는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상으로 분 입자의 breakdown

에 의해 생성된 환원당과 amino acid에 의해 Maillard 반응이 가속되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ook 등(2004)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야채죽, 쇠고기죽, 잣죽의 명도(L 값)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색도(a 값)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잣죽의 경우 선량이 증가

할수록 황색도(b 값)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 566 -

Table 4-53. Lightness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12

>2.5 67.52 70.55 73.19 71.36 73.05 

1.5-2.5 68.84 68.69 70.06 70.61 70.35 

0.7-1.5 70.01 69.68 69.33 71.06 72.56 

<0.7 72.97 71.81 70.49 69.03 71.97 

10

>2.5 69.41 71.83 71.99 68.57 71.48 

1.5-2.5 69.86 71.28 70.61 69.44 68.19 

0.7-1.5 70.29 69.31 71.15 69.05 71.67 

<0.7 71.37 71.99 71.22 68.79 65.55 

8

>2.5 65.83 53.33 51.76 47.58 43.38 

1.5-2.5 65.73 58.25 59.48 56.56 58.63 

0.7-1.5 62.16 59.76 59.04 62.05 49.53 

<0.7 61.00 58.87 57.97 51.56 57.52 

Table 4-54. Redness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12

>2.5 -2.08 -2.25 -2.12 -2.29 -2.41 

1.5-2.5 -2.06 -2.16 -1.95 -2.37 -2.41 

0.7-1.5 -1.98 -2.09 -1.70 -2.12 -2.31 

<0.7 -2.16 -2.09 -2.07 -1.92 -2.55 

10

>2.5 -2.80 -2.95 -2.88 -2.70 -2.94 

1.5-2.5 -2.78 -2.92 -2.91 -2.94 -2.82 

0.7-1.5 -2.96 -2.62 -2.91 -2.85 -3.01 

<0.7 -2.66 -2.92 -2.70 -2.69 -2.66 

8

>2.5 -2.54 -1.51 -1.83 -1.73 -1.40 

1.5-2.5 -2.20 -1.97 -1.85 -2.06 -2.22 

0.7-1.5 -2.07 -2.26 -2.13 -2.28 -2.20 

<0.7 -2.15 -2.02 -2.25 -1.85 -2.04 

Table 4-55. Yellowness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Solid contents

(%)

Particle 

size(mm)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12

>2.5 -0.69 0.39 0.40 -0.22 0.35 

1.5-2.5 0.13 0.33 -0.38 -0.08 0.14 

0.7-1.5 0.38 0.33 -0.49 -0.10 0.41 

<0.7 0.69 0.47 -0.08 -0.31 0.58 

10

>2.5 -0.51 0.69 0.36 -0.44 0.94 

1.5-2.5 -0.53 -0.14 -0.51 -0.98 -0.66 

0.7-1.5 -0.56 -0.91 -0.20 -0.98 0.07 

<0.7 -0.14 0.72 0.19 -0.30 -0.87 

8

>2.5 -1.43 -3.66 -4.16 -3.59 -3.75 

1.5-2.5 -1.85 -3.00 -2.65 -3.44 -2.82 

0.7-1.5 -2.28 -2.62 -2.72 -2.47 -3.84 

<0.7 -2.94 -2.85 -3.54 -4.2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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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그래

   방사선 조사된 죽의 amylogram 결과를 Fig. 4-6, 7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분은 가

열시에 호화가 일어나 도가 크게 상승하는데 죽은 이미 호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

가 증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열에 의해 구조가 괴되어 도가 감소되었다. 감소된 도는 

냉각시에 다시 증가되어 원래의 도를 회복하 다. 조사구의 가열  도값은 비조사구에 비

해 유의 으로 낮았으며 가열   가열 후에도 낮은 도를 유지하 다. 즉, 즉석 죽은 이

미 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열 후 섭취하여도 더 이상 호화가 일어나지 않아 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 (입자크기 >2.5 mm)로 제조한 죽의 경우 1 kGy 조사구는 가열과정 

에도 비조사구 10% 죽과 유사한 도를 나타낸 반면, 가루(입자크기 <0.7 mm)로 제조

한 죽은 비조사구 10% 죽의 도가 1 kGy 조사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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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Amylogram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particle size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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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mylogram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particle size <0.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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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방사선 조사가 죽의 노화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측정한 결과는 Fig. 4-8, 

Table 4-56과 같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죽의 enthalpy는 감소하여 노화가 더디게 진

행될 수 있을 것을 측할 수 있었다. Bao 등(2002)은 pH 7에서 DSC 측정결과, 감마선 조사된 

의 gelatinization temperatures가 조사선량에 따라 차 감소한 반면 감자 분의 조사선량

의 증가에 따라 gelatinization enthalpy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경향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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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DSC curv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Table 4-56. DSC properties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Irradiation 

dose (kGy)
To1) Tp2) Tc3) ΔH4)(J/g)

0 27.09 36.16 36.35 250.3

1 26.83 33.71 35.06 230.3

3 26.79 33.09 35.53 195.7

5 25.61 31.54 33.40 194.2

10 27.66 32.87 35.27 206.5

1) 
To : onset temperature (℃)

2) Tp : peak temperature (℃)
3) 

Tc : conclusion temperature (℃)
4) ΔH : 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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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밥알의 조직감  미세구조

   통 로 제조한 죽의 밥알의 조직감을 Table 4-57에 나타내었으며, 밥알의 모습은 Fig. 4-9

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밥알의 탄성, 응집성은 증가하 으나 부착성, 씹

힘성, 경도는 감소하 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밥알의 입자가 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SEM 결과(Fig. 4-10)를 보면 5 kGy와 10 kGy 조사구에서 균열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입자구조의 괴는 분과 단백질과 성분의 변화를 야기시켜 결과 으로 앞에서 언 한 환

원당, 용해성 증가와 같은 분의 이화학  특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Sokhey와 

Hanna(1993)는 선량 조사는 분입자 구조에 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선량 조사는 분입자 

구조의 괴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Wu 등(2002)은 1 kGy 감마선조사에 의해서도 

분입자의 구조가 변형되었다고 보고하 다. Lee 등(2004)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밥의 경도가 

증가하고 부착성이 감소하여 능  품질이 하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의 죽

의 경우에는 경도  씹힘성이 감소하여 작능력이 약화된 노인, 환자, 유아가 섭취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Table 4-57. Texture profil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Texture profile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Springiness 0.396a 0.478b 0.445ab 0.446ab 0.486b

Cohesiveness 0.259a 0.268a 0.257a 0.264a 0.273a

Adhesiveness -3.474a -2.480ab -1.415bc -0.837c -0.855c

Chewiness 23.38ab 30.63b 23.67ab 19.83a 21.60ab

Hardness (g) 231.9b 238.3bc 203.4abc 169.4ab 161.9a

Resilience 0.045a 0.050a 0.050a 0.055a 0.056a

1)
 a-c : Means in the same line (heating conditio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Control         1 kGy          3 kGy         5 kGy        10 kGy

Fig. 4-9. Granule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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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canning electron micrograph(×1,500)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Break was observed over 5 kGy dose as indicated by circle.

   능  특성

   죽을 100℃ 물에 3회 탕하면서 측정한 이취(조사취)와 질감(삼킴의 용이도)의 감도특성

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4-58과 같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취와 삼킴성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1 kGy 조사시에도 이취의 정도가 조군과 구별되었으며 삼킴의 용

이도 역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한편 가열 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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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8. Sensory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rice porridge (particle size >2.5 

mm) after three times heating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Off flavor

After 1st heating 1.0a 3.2b 4.7bc 4.5bc 6.0c

After 2nd heating 1.0a 4.2b 4.0b 3.8b 5.5b

After 3rd heating 1.0a 3.8b 3.7b 4.8bc 6.2c

Swallowing

After 1st heating 2.3a 3.8ab 4.3b 3.8ab 4.5b

After 2nd heating 3.2a 5.3b 4.8b 5.2b 5.2b

After 3rd heating 3.3a 4.2a 4.3a 4.7a 4.8a
a-d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단백질 원식품(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

   제 2군 단백질 원 식품류인 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의 표 인 식품을 선정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용하 을 때 조리 성  특성을 평가하 다. (1) 이유식, 환자식, 무균식 등으로 

리 이용되는 죽에 단백질 원식품(쇠고기, 생선, 계란노른자, 콩)을 첨가하여 방사선 조사하

을 때 미생물학 , 이화학 , 양학  특성을 평가하 다. (2) 단체 식에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는 2군 식재료인 돼지고기는 E. coli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교차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돼지고기로 갈비찜, 갈비구이  주물럭으로 조리하 을 때 특성 평가 

 능  수용도를 평가하 다. (3) 콩류는 수확후 건조된 상태로 장하면서 침지와 가열공

정을 거쳐 가공조리 된다. 장시간의 침지는 수용성 양소의 손실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

는 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지 두부  콩자반으로 조리하 을 때 특성

을 평가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식품 첨가 죽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평가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식품 첨가 죽의 미생물학  특성을 Table 4-59에 나타내었으며, 

효모  곰팡이, 살모넬라, E-coli는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생선죽, 쇠고기죽, 난황

죽, 콩죽의 기 총균수는 2.40-3.09 Log CFU/g 수 으로 나타났으나 4℃에서 장 14일째에

는 비조사구에서 5.93-7.78 Log CFU/g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조사구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25℃에서 3일간 장했을 경우 비 조사구는 6.25-7.59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생선죽, 쇠고기죽, 콩죽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0kGy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난 반면, 난황죽은 10kGy에서도 2.95 Log CFU/g수 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미생물을 사멸하고자 한다면 높은 선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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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학  특성평가

   pH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식품 첨가 죽의 입자크기별 pH를 Table 4-60에 나타내었다. 단

백질 원별 통 죽은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로 제조할 

경우 조사구의 pH가 비조사구보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 로 제조시 난황죽을 제외

한 처리구와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할 때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증가하 다.

   도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식품 첨가 죽의 도를 Table 4-61에 나타내었다. 모든 처리구에

서 조사구의 도가 비조사구보다 감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죽은 조사구나 비조사구 

모두 다른 죽보다 높은 도를 가지는 반면, 생선죽은 가장 낮은 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유식이나 환자식에 사용할 때 합하다고 사료된다. 

   색도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 식품 첨가 죽의 L-value를 Table 4-62에 나타내었다. 가루로 

제조하여 단백질 원 식품으로 쇠고기를 첨가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조사구와 비

조사구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 식품 첨가 죽의 색도를 

Table 4-63에 나타내었다. 단백질 원식품으로 생선을 첨가하여 죽 제조시 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쇠고기 죽과 난황죽은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가 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반면, 콩죽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 식품 첨가 죽의 

황색도를 Table 4-64에 나타내었다. 생선죽과 쇠고기죽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난황죽은 선량이 높아질 수록 황색도가 감소하 다.  

Table 4-59.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Log CFU/g) of rice porridge 

added with protein food during storage at 4 and 25℃

Storage 

temperature

Storage period

 (day)

Dose

(kGy)
Fish porridge Beef porridge

Egg york

porridge

Soybean 

porridge

0 0 3.09 2.70 2.78 2.40 

4℃ 14

0 7.23 5.93 6.30 7.78 

1 N.D N.D N.D N.D 

3 N.D N.D N.D N.D

5 N.D N.D N.D N.D 

10 N.D N.D N.D N.D

25℃ 3

0 7.08 7.23 7.59 6.25 

1 6.79 5.54 5.83 5.11 

3 4.60 5.49 5.80 4.54 

5 ND 5.03 5.72 2.40 

10 ND ND 2.95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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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0. Effect of gamma-irradiate on pH of various grain size rice porridge added 

with protein food

Dose

(kGy)
Fish porridge Beef porridge Egg york porridge Soybean porridge

Fish 

porridge

0 6.80 7.12 5.84 6.94 

1 6.75 5.99 5.87 5.25 

3 6.88 6.38 6.07 6.17 

5 6.88 5.08 5.71 5.84 

10 6.69 6.51 6.06 7.26 

Beef

porridge

0 6.70 6.73 5.09 6.27 

1 5.37 6.86 5.01 5.14 

3 6.12 6.12 5.56 5.43 

5 6.73 5.32 5.67 5.66 

10 6.84 5.43 6.08 6.47 

Egg york

porridge

0 6.90 6.28 6.13 6.17 

1 6.02 6.19 5.30 5.45 

3 5.17 6.29 5.73 5.88 

5 5.24 5.23 5.86 6.26 

10 6.00 5.39 5.96 6.32 

Soybean

porridge

0 5.52 6.80 5.40 5.65 

1 5.47 6.82 4.99 5.50 

3 5.67 6.37 6.17 6.42 

5 5.94 5.31 6.35 6.96 

10 6.53 6.26 6.75 7.17 

Table 4-61. Viscosity(cP)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by particle size 

Dose

(kGy)
Whole grain Half grain Quater grain Flour

Fish

porridge

0 450.0 175.0 ND 3350.0 

1 150.0 425.0 ND 275.0 

3 125.0 550.0 ND 350.0 

5 75.0 625.0 ND 350.0 

10 100.0 450.0 ND 200.0 

Beef

porridge

0 86000.0 1245.0 5500.0 4700.0 

1 6450.0 642.5 2350.0 1250.0 

3 2800.0 642.5 975.0 2050.0 

5 4000.0 642.5 1000.0 575.0 

10 2450.0 793.1 925.0 450.0 

Egg york

porridge

0 5400.0 2400.0 4075.0 725.0 

1 125.0 250.0 175.0 100.0 

3 225.0 200.0 150.0 100.0 

5 775.0 375.0 125.0 600.0 

10 825.0 125.0 112.5 87.5 

Soybean 

porridge

0 950.0 4850.0 80000.0 7025.0 

1 150.0 925.0 1175.0 1175.0 

3 150.0 975.0 975.0 1175.0 

5 150.0 900.0 1500.0 575.0 

10 150.0 750.0 775.0 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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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2. Change in L-valu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by particle size

Dose

(kGy)
Whole grain Half grain Quater grain Flour

Fish

porridge

0 78.15 71.91 68.95 69.49 

1 78.85 72.60 68.11 74.29 

3 77.72 74.08 67.05 70.51 

5 79.57 69.67 71.72 71.89 

10 76.48 73.49 67.97 69.17 

Beef

porridge

0 56.85 49.95 53.76 58.63 

1 55.51 54.18 54.58 48.19 

3 53.83 52.19 55.35 59.04 

5 56.21 52.57 48.22 49.58 

10 55.36 50.94 54.52 49.28 

Egg york

porridge

0 80.25 80.17 80.76 81.01 

1 81.35 83.88 81.17 80.69 

3 82.05 84.42 83.30 82.89 

5 81.95 83.75 84.45 84.18 

10 81.45 82.24 86.26 83.73 

Soybean 

porridge

0 80.59 77.28 78.05 77.32 

1 81.63 78.83 79.54 77.74 

3 81.21 78.77 80.01 77.09 

5 81.10 78.48 78.27 77.06 

10 81.46 78.70 79.33 77.28 

Table 4-63. Change in a-valu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by particle size

Dose

(kGy)
Whole grain Half grain Quater grain Flour

Fish

porridge

0 -2.41 -2.36 -1.10 -0.77 

1 -2.22 -2.08 -1.14 -1.69 

3 -2.37 -2.42 -1.42 -1.98 

5 -2.47 -1.57 -1.26 -1.40 

10 -2.33 -2.44 -1.15 -1.30 

Beef

porridge

0 3.17 3.32 4.41 2.55 

1 3.63 3.07 3.44 4.88 

3 1.79 2.47 1.90 1.51 

5 1.94 1.86 2.85 3.43 

10 1.54 1.87 2.46 2.38 

Egg york

porridge

0 -2.87 -2.93 -0.48 -2.18 

1 -2.86 -2.92 -1.69 -2.11 

3 -2.58 -2.90 -2.16 -1.26 

5 -3.18 -3.44 -1.67 -2.12 

10 -3.27 -3.82 -1.75 -2.15 

Soybean 

porridge

0 -3.23 -3.19 -2.06 -1.94 

1 -3.15 -3.19 -1.07 -2.27 

3 -2.65 -2.69 -1.37 -2.12 

5 -2.90 -2.55 -2.01 -2.19 

10 -2.41 -2.68 -1.9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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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4. Change in b-valu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by particle size

Dose

(kGy)
Whole grain Half grain Quater grain Flour

Fish

porridge

0 5.38 6.15 4.45 7.85 

1 5.96 5.66 5.48 6.31 

3 6.32 4.55 5.54 4.93 

5 5.05 5.85 6.80 7.47 

10 9.04 7.84 7.48 8.18 

Beef

porridge

0 10.70 8.57 8.87 7.47 

1 10.49 9.04 8.39 7.75 

3 11.29 9.36 9.18 7.18 

5 10.96 9.26 8.67 8.10 

10 11.22 9.24 10.05 8.11 

Egg york

porridge

0 23.91 27.61 28.28 29.30 

1 26.33 27.24 21.92 22.86 

3 26.76 27.65 25.66 25.76 

5 22.20 25.11 24.83 25.87 

10 19.38 22.32 26.80 24.48 

Soybean 

porridge

0 12.53 12.47 14.30 14.96 

1 13.03 10.57 16.31 12.02 

3 14.12 14.34 15.74 14.38 

5 13.42 12.24 12.89 15.23 

10 12.51 14.39 14.85 13.49 

Table 4-65. Change in Δ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by particle size

Dose

(kGy)
Whole grain Half grain Quater grain Flour

Fish

porridge

0 12.65 18.85 21.51 21.33 

1 12.04 18.06 22.42 16.42 

3 13.23 16.55 23.49 20.02 

5 11.25 20.93 19.02 18.96 

10 15.19 17.64 22.82 21.75 

Beef

porridge

0 21.93 40.88 37.27 32.07 

1 22.06 36.75 36.30 42.65 

3 20.80 38.72 35.55 31.56 

5 20.26 38.29 42.58 41.17 

10 20.49 39.90 36.54 41.40 

Egg york

porridge

0 23.01 26.39 26.61 28.38 

1 24.77 24.83 20.71 21.76 

3 24.89 25.09 23.41 23.51 

5 20.80 22.91 22.24 23.31 

10 18.56 20.92 23.76 22.11 

Soybean 

porridge

0 13.76 16.25 16.56 17.49 

1 13.38 13.97 16.85 15.42 

3 14.34 16.16 16.14 17.31 

5 13.95 15.04 15.50 17.88 

10 12.96 16.24 16.01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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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학  특성평가

   방사선 조사된 단백질 원 식품 첨가 죽의 필수아미노산과 비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을 

Table 4-66, 67에 나타내었다. 콩을 제외한 단백질 원식품별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이 비조사구

보다 조사구에서 증가되는 경향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는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66. Change in essential amino acid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Sample
Dose

(kGy)
Arg Thr Met Ileu Leu Phe Lys His

Beef

porridge

0 10.55 6.87 3.35 5.98 12.98 5.32 7.98 4.75

10 10.99 7.58 3.95 7.36 13.25 7.04* 8.17 5.54*

Fish

porridge

0 6.67 4.92 2.74 4.40 8.30 4.16 5.52 2.71

10 8.01* 6.11* 3.27 5.77** 10.89** 5.44* 8.70** 3.34*

Soybean

porridge

0 8.48 4.59 1.91 4.73 8.77 5.06 4.47 2.56 

10 6.99 3.65 1.61 3.68 6.89 3.91 3.28 2.27 

Egg york

porridge

0 6.09 4.43 2.05 3.84 7.29 3.58 4.06 1.93 

10 6.92 5.17 2.63* 4.75 9.12* 5.00* 6.67** 2.08 

 Arg, arginine;  Thr, threonine;  Met, methionine;  Ileu, isoleucine;  Leu, leucine; 

 Phe, phenylalanine;  Lys, lysine;  His, histidine; 

Table 4-67. Change in non essential amino acid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Sample
Dose

(kGy)

AspNH2

+Asp

GluNH2

+Glu
Ser Gly Ala Pro Tyr Val

Beef

porridge

0 16.55 27.49 7.60 11.55 13.38 9.64 1.93 7.64 

10 8.17* 19.46* 7.65 10.55 10.54 9.72 2.87 9.15 

Fish

porridge

0 6.31 17.35 5.51 5.57 6.72 4.98 1.56 5.47

10 11.13* 23.17** 7.26* 7.12* 8.99** 6.26* 2.09* 7.20*

Soybean

porridge

0 14.35 25.11 6.78 5.73 6.68 6.65 2.31 6.07 

10 11.09 21.06 5.87 5.10 5.60 5.91 1.99 4.92 

Egg york

porridge

0 6.53 12.27 7.15 3.93 5.67 4.77 2.31 5.13 

10 8.88 14.52 8.54 4.50 7.09 5.78* 2.58 6.01 

AspNH2, asparagine; Asp, asprtic acid; GluNH2, glutamine; Glu, glutamic acid;  

Ser, serine;  Gly, glycine;  Ala, alanine;  Pro, proline;  Tyr, tyrosine;  Val, valine;

   능  특성평가

   조사 할수록 린내, 이취, 유동성은 증가한 반면, 착성, 입자도, 구수한내 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4-68, 69). 특히, 생선죽은 조사 할수록 씹음성과 삼킴 용이도 감소, 선

량에서 미생물 사멸, 낮은 도 그리고 필수아미노산의 증가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동

식이나 환자식에 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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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8. Sensory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Dose

(kGy)

Savory

flavor

Off

flavor

Chewing

number
Harness Gluey

Fish

porridge

0 4.21c 2.25a 12.24b 4.31b 4.59c 

1 2.29b 4.32b 9.38a 2.76a 2.38ab 

3 1.89ab 4.64b 8.69a 2.59a 2.76b 

5 1.50a 5.82c 8.69a 2.21a 2.07a 

Beef

porridge

0 3.54b 1.54a 15.03a 3.45b 4.69b

1 2.57a 3.46b 13.41a 2.97ab 2.86a 

3 2.50a 2.64b 13.41a 2.45a 3.14a 

5 2.46a 3.25b 14.03a 3.21b 2.97a 

Egg york

porridge

0 2.36ab 1.46a 9.86a 3.66c 4.41b 

1 2.46ab 3.93c 8.83a 2.31ab 2.38a 

3 1.89a 2.79b 8.90a 2.93b 2.45a 

5 3.07b 3.64bc 8.31a 2.17a 2.72a 

Soybean

porridge

0 3.54b 1.68a 11.14a 4.03b 3.03ab 

1 2.86ab 2.36ab 11.00a 3.48ab 3.48b 

3 3.00ab 3.07bc 10.38a 3.72ab 3.21ab 

5 2.36a 3.39c 10.76a 3.21a 2.52a

a-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69.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Dose

(kGy)
Color Taste Texture Preference Off flavor

Fish

porridge

0 3.6a 2.7b 3.0a 2.2a 3.5a 

1 3.3a 1.8a 2.9a 1.8a 4.1a 

3 3.6a 2.1ab 2.9a 2.1a 3.8a 

5 3.8a 2.6b 3.3a 2.4a 3.7a 

10 3.8a 2.2ab 3.6a 2.3a 4.2a 

Beef

porridge

0 3.3a 3.5a 3.5a 3.3a 2.8a 

1 4.2b 3.3a 3.9a 3.2a 3.1ab

3 4.4b 3.6a 4.0a 3.1a 3.2a 

5 4.1b 3.8a 4.4a 3.4a 3.4b 

10 4.0b 3.1a 3.9a 2.7a 3.5ab 

Egg york

porridge

0 5.0c 3.6b 3.4a 3.3b 3.7a 

1 4.0b 3.7b 3.6ab 3.6b 3.7a 

3 4.4bc 3.3ab 4.2b 3.3b 3.9a

5 4.0b 2.8a 3.6a 2.5a 4.3a 

10 2.7a 2.7a 3.7a 2.4a 5.0a 

Soybean

porridge

0 3.1a 3.0a 2.5a 2.8a 3.3a 

1 3.8b 3.5a 3.9b 3.4a 3.2a 

3 3.9b 3.0a 3.6b 3.2a 3.3a

5 4.1b 3.6a 3.9b 3.5a 3.2a 

10 3.9b 3.0a 3.8b 2.9a 3.4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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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0. Sensory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Dose

(kGy)

Savory

flavor

Off

flavor

Chewing

number
Harness

Fish porridge -0.564** 0.529** -0.213* -0.477** -0.466** 

Beef porridge -0.228* 0.231* -0.035 -0.079 -0.312** 

Egg york porridge 0.145 0.254** -0.100 -0.275** -0.295** 

Soybean porridge -0.248** 0.380** -0.032 -0.161 -0.178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Table 4-71.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protein rice porridge

Color Taste Texture Preference Off flavor

Fish porridge 0.108 -0.020 0.157 0.102 0.046 

Beef porridge 0.150 -0.038 0.053 -0.088 0.170* 

Egg york porridge -0.447** -0.280** 0.070 -0.312** 0.066 

Soybean porridge 0.190* 0.015 0.256** 0.038 0.014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나) 방사선 조사된 돼지고기의 조리 성  능  수용도 평가

   갈비찜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를 사용하여 갈비찜 조리 시 생고기, 양념후, 조리후의 총

균수와 장균군을 Table 4-72에 나타내었다. 조사를 하지 않은 생고기의 총균수는 4.49-5.65 

log CFU/g수 으로 검출되었으나, 3kGy로 감마선 조사시에는 1.52 log CFU/g, 자선 조사시

에는 2.30 log CFU/g수 으로 나타났다. 양념후에는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에서 총균수가 검

출되었는데, 감마선과 자선이 각각 3.76-4.61 log CFU/g, 3.69-5.10 log CFU/g수 으로 검출

된 반면 조리후에는 자선 비조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총균수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

타났다. 장균군 역시 생고기 상태일 때는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조사구가 

3.66-5.07 log CFU/g으로 검출되었다. 양념후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장균군이 검출되어 감마

선 2.95-4.13 Llog CFU/g, 자선 3.73-3.88 log CFU/g수 으로 검출되나 조리후에는 모든 처

리구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양념후에 모든 처리구에서 총균수와 장균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교차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리시 철 한 생 리와 충분한 조리가 필

요하다. 

   이화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 찜의 생고기, 양념후, 조리 후의 조직감과 색도를 Table 

4-73, 7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한 돼지갈비찜은 생고기와 조리후에 황색도가 증가되는 반

면, 양념후에는 탄력성이 감소되고 조리후에는 탄력성은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유의 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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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나 부착성이 유의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찜은 생고

기 상태일때는 부착성이 증가되나 양념후와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으며, 양념후에는 

명도와 황색도가 감소된다. 조리후에는 탄력성과 황색도가 유의 으로 증가되었다. 

Table 4-72. Effect of 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and coliform (Log CFU/g) of steamed 

pork ribs 

Source Dose(kGy) Total bacteria Coliform

Raw meat

Gamma ray

0 4.49 3.66 

3 1.52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5.65 5.07 

3 2.30 N.D

5 N.D N.D

7 N.D N.D

After

seasoning

Gamma

ray

0 4.51 3.95 

3 3.76 2.95 

5 4.08 3.24 

7 4.61 4.13 

Electron

beam

0 5.10 3.88 

3 4.17 3.88 

5 3.85 3.77 

7 3.69 3.73 

After

cooking

Gamma

ray

0 N.D N.D

3 N.D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3.30 N.D

3 N.D N.D

5 N.D N.D

7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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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3 Texture profile of gamma-irradiated steamed ribs

Dose 

(kGy)
Springe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Hardness

Raw

meat

Gamma

ray

0 0.539a 0.421a  1716.736a  -21.047a 4012.633a 

3 0.392a 0.501a 1742.418a  -14.344a 3481.867a 

5 0.491a 0.472a  1474.187a  -15.858a 3035.250a

7 0.390a 0.426a  1531.307a -14.452a 3592.000a 

Electron

beam

0 0.480ab 0.410b 1264.392a -19.716b 3131.760a 

3 0.599a 0.486a 1645.046a -19.581b 3352.500a

5 0.405b 0.439ab 1443.268a -12.034ab 3288.300a

7 0.457ab 0.476a 1890.283a -8.576a 3805.725a

After

seasoning

Gamma

ray

0 0.600a 0.471a  1618.044a  -18.662b 3466.267a

3 0.406b 0.511a  3053.438a  -9.368a 5614.100ab 

5 0.416b 0.517a  1947.888a  -9.510a 3757.020ab 

7 0.416b 0.562a  1431.129a  -13.245ab 2467.620b 

Electron

beam

0 0.626ab 0.643a 3092.182a 17.712a 4833.133a

3 0.469b 0.544a 1946.922a 14.043a 3456.567a

5 0.721a 0.585a 1716.698a 12.116a 2779.733a

7 0.805a 0.710a 2742.847a 17.646a 3958.650a

After

cooking

Gamma

ray

0 0.474a  0.504a 4218.633a 8284.140a 

3 0.521a  0.521a 2163.110b 4056.850b 

5 0.428a  0.479a  3688.365ab 7678.225a 

7 0.525a  0.482a  3470.347ab 7184.025ab 

Electron

beam

0 0.564b 0.335b 1216.860b 3624.150b

3 0.585b 0.416ab 1573.393b 3780.525b

5 0.663ab 0.436a 2295.251a 5180.175a

7 0.759a 0.375ab 1304.077b 3474.150b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 581 -

Table 4-74.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steamed ribs

Dose (kGy) L a b

Raw

meat

Gamma

ray

0 55.21b 15.62b 14.29c 

3 51.47d 16.45a 15.20a

5 53.58c 16.49a 14.94b 

7 56.30a 14.56c 14.97b 

Electron

bean

0 48.31b 15.54b 13.36a 

3 42.97c 19.46a 12.63b 

5 43.23c 10.91c 11.19d 

7 54.97a 9.30d 11.84c 

After

seasoning

Gamma

ray

0 52.56a 9.27b 14.66c

3 51.46a 13.00a 16.41a

5 41.28b 13.22a 15.46b 

7 51.23a 9.55b 16.49a 

Electron

beam

0 49.73b 11.06b 14.66b

3 51.41a 9.87d 15.09a 

5 47.00c 10.41c 14.26c 

7 35.17d 12.02a 10.82d

After

cooking

Gamma

ray

0 63.77b 6.40d 14.32c 

3 52.01d 8.29a 13.73d

5 65.09a 6.73c 15.43a

7 56.90c 7.78b 15.19b 

Electron

beam

0 41.61a 6.48c 14.71b

3 47.14a 6.56c 15.98a 

5 42.27a 7.41b 14.03c

7 36.57a 7.91a 11.62d 

a-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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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구이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구이의 생고기, 양념후, 조리후의 총균수와 장균군을 

Table 4-75에 나타내었다. 생고기의 비조사구 총균수는 4.02-4.06 log CFU/g인 반면 감마선이

나 자선으로 조사한 조사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양념후에는 감마선 처리구

는 2.78-5.55 log CFU/g, 자선 처리구는 2.60-4.54 log CFU/g로 검출되었으나 조리후 다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장균군은 생고기의 비조사구에서 3.53-3.62 log CFU/g수 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양념후에도 감마선과 자선을 각각 7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처리구에서는 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리후에도 검출한계 이하로 나

타났다. 

Table 4-75. Effect of 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and coliform (Log CFU/g) of roasted 

ribs 

Dose

(kGy)
Total bacteria Coliform

Raw meat

Gamma ray

0 4.02 3.62 

3 N.D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4.06 3.53 

3 N.D N.D

5 N.D N.D

7 N.D N.D

After seasoning

Gamma ray

0 3.99 3.70 

3 3.37 3.06 

5 5.55 4.49 

7 2.78 N.D

Electron beam

0 4.54 3.88 

3 2.60 3.06 

5 3.82 3.42 

7 N.D N.D

After cooking

Gamma ray

0 N.D N.D

3 N.D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N.D N.D

3 N.D N.D

5 N.D N.D

7 N.D N.D

   이화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구이의 조직감과 색도를 Table 4-76, 77에 나타내었다. 감

마선 조사한 돼지갈비구이는 선량이 증가될수록 생고기 일 때 밝기와 황색도는 유의 으로 증

가되나 양념후와 조리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양념후에 부착성과 황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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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나,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자선 조사한 돼지갈비구이는 생고기 일 때 검

성, 경도, 복원성이 증가되고, 부착성은 유의 으로 감소되나 조리후에는 응집성, 검성, 밝기, 

황색도가 유의 으로 증가한다. 

Table 4-76. Texture profile of irradiated roasted ribs

Dose

(kGy)
Spri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Hardness

Raw meat

Gamma

ray

0 0.382a 0.489a 3119.307a -20.047a 6273.700a 

3 0.333a 0.458a 1397.094ab -17.598a 2941.675b 

5 0.366a 0.358a 962.201b -7.161a 2886.775b

7 0.449a 0.449a 2404.859ab -14.986a 4811.125ab 

Electron 

beam

0 0.365 0.474 636.587 -7.019 1403.433 

3 0.440 0.498 1365.357 -9.643 2665.980 

5 0.511 0.507 1033.533 -8.551 2043.375 

7 0.544 0.535 2583.239 -17.179 4842.025 

After 

seasoning

Gamma

ray

0 0.496a 0.572a 3908.025a -9.723a 6989.125a 

3 0.441a 0.592a 2954.143a -15.672a 4935.125ab 

5 0.438a 0.541a 1797.479a -16.285a 3236.125b 

7 0.448a 0.527a 3710.031a -16.452a 7189.125a 

Electron

beam

0 0.769a 0.536c 2511.038b -10.408a 4329.833a 

3 0.547a 0.767a 6513.143ab -9.624a 8510.800a 

5 0.680a 0.716ab 7081.041a -13.259a 9908.500a 

7 0.665a 0.652b 2945.112ab -15.122a 4439.175a 

After

cooking

Gamma 

ray

0 0.572a 0.550a 4104.246a 7486.225a 

3 0.531a 0.522a 2773.798ab 5195.000a 

5 0.536a 0.385b 2022.277b 5168.333a 

7 0.594a 0.488a 3638.700a 7435.450a 

Electron 

beam

0 0.722a 0.475 2740.970 5758.925a 

3 0.579a 0.478 2853.077 5962.125a 

5 0.620a 0.495 2775.791 5715.900a 

7 0.754a 0.666 4444.642 6481.775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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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7. Hunter color values of irradiated steamed ribs

Dose

(kGy)
L a b

Raw meat

Gamma

ray

0 49.28d 14.29b 14.67b

3 51.75c 13.38c 14.26c

5 53.72b 16.41a 14.61b

7 58.92a 13.55c 15.49a

Electron 

beam

0 36.26d 16.11a 10.64a 

3 56.62c 9.10b 12.86a 

5 66.97a 8.60c 12.46b 

7 58.42b 8.61c 12.25c 

After 

seasoning

Gamma

ray

0 56.51b 10.07c 16.50a 

3 40.66d 14.44a 15.19b

5 48.72c 13.03b 16.46a

7 61.72a 8.60d 14.25c

Electron

beam

0 48.05b 10.80a 15.43a

3 47.50b 8.24c 14.32b 

5 50.91a 8.18c 15.39a

7 46.47c 8.96b 15.53a

After

cooking

Gamma ray

0 52.93a 6.55c 14.72a 

3 45.28c 6.79b 13.21b 

5 43.80d 7.27a 13.42b 

7 46.30b 7.49a 14.48a 

Electron 

beam

0 36.49c 7.29a 11.40c 

3 37.83b 6.47c 12.44b 

5 33.51d 5.63d 10.36d 

7 44.36a 6.99b 15.06a

a-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주물럭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주물럭의 생고기, 양념후, 조리후의 총균수와 장균군을 Table 

4-78에 나타내었다. 주물럭 생고기의 총균수는 3.80-5.99 log CFU/g수 으로 나타났으나, 자

선 조사시 조사구에서는 총균수가 검출되지 않았고 감마선 조사시에는 5 kGy이상에서 총균수

가 검출되지 않았다. 양념후에는 감마선과 자선 각각 3.54-4.55 log CFU/g, 3.81-5.09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으며 조리후에는 조사구에서는 완 히 사멸되었지만, 비조사구에서 

감마선 3.00 log CFU/g, 자선 2.00 log CFU/g수 으로 검출된 것으로 보아 조리에의해서 

완 히 사멸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장균군은 생고기일 때 비조사구에서 2.30 log CFU/g수

이나, 조사구에서는 검출한계이하로 나타난다. 양념후에는 감마선이 2.95-3.53 log CFU/g, 

자선이 3.56-4.00 log CFU/g으로 자선이 더 많이 검출되나 조리후에는 조사구와 비조사구에

서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이화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조사한 주물럭의 조직감과 색도를 Table 4-79, 80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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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주물럭의 밝기는 생고기, 양념후, 조리후에서 모두 유의 으로 증가하고, 생고기 일 때 응

집성은 증가되지만 양념후와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색도는 생고기 

상태에서는 감소되지만, 조리후에는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선 조사한 

주물럭의 응집성 한 감마선 조사했을 때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생고기와 양념후에 밝

기, 황색도, 색도 등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나 조리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능학  특성

   감마선과 자선 처리한 갈비구이, 갈비찜, 주물럭의 능검사결과를 Table 4-81에 나타내었

다. 감마선과 자선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능 으로

는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자선이 감마선보다 큰 차이가 보 다. 그러

나 이것은 기호도가 아닌 비조사구와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므로 자선이나 감마선 조사시 

능  수용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요리별로 비교해보면 감마선 조사한 경우는 갈비찜, 자

선 조사한 경우는 주물럭이 능 인 차이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78. Effect of 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and cloiform (Log CFU/g) of hot 

seasoned pork

Dose

(kGy)
Total bacteria Coliform

Raw meat

Gamma

ray

0 3.80 2.30 

3 1.52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5.99 2.30 

3 N.D N.D

5 N.D N.D

7 N.D N.D

After seasoning

Gamma

ray

0 4.55 3.53 

3 3.54 3.57 

5 4.46 2.95 

7 3.65 3.41 

Electron

beam

0 5.09 3.80 

3 3.81 4.00 

5 3.53 3.56 

7 3.99 3.56 

After

cooking

Gamma ray

0 3.00 N.D

3 N.D N.D

5 N.D N.D

7 N.D N.D

Electron beam

0 2.00 N.D

3 N.D N.D

5 N.D N.D

7 N.D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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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9. Texture profile of irradiated hot seasoned pork

Dose

(kGy)
Spri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Hardness

Raw meat

Gamma

ray

0 0.435a 0.503b 1726.159a -13.695b 2560.540a 

3 0.548
a
 0.593

a
 1698.145

a
 -7.382

a
 2878.267

a
 

5 0.583a 0.606a 1427.007a -10.000ab 2304.650a 

7 0.516a 0.625a 1996.753a -8.096a 3148.700a 

Electron 
beam

0 0.488
a

0.430
b

431.464
b
 -9.329

a
1047.963

a

3 0.537a 0.521a 851.607a -9.240a 1623.140a 

5 0.536a 0.490a 773.942ab -6.256a 1574.660a 

7 0.478
a
 0.508

a
 558.276

ab
 -4.997

a
1105.300

a
 

After 
seasoning

Gamma

ray

0 0.376a 0.536a 1178.276a -15.064b 2185.733a 

3 0.422a 0.582a 1292.779a -7.440a 2246.025a 

5 0.538
a
 0.564

a
 802.982

a
-14.285

b
 1428.575

a
 

7 0.467a 0.553a 1284.591a -7.499a 2293.200a 

Electron

beam

0 0.628a 0.565a 1132.704a -3.973a 1972.850ab

3 0.443
ab

 0.572
a 

893.013
a
 -1.850

a
1563.100

ab
 

5 0.367b 0.488a 611.615a -4.487a 1230.900b 

7 0.370b 0.531a 1148.963a -2.127a 2151.175a 

After

cooking

Gamma 
ray

0 0.623
a
 0.519

a
 2888.817

a
 5633.467

a
 

3 0.595a 0.522a 3151.077a 6044.850a 

5 0.596a 0.539a 2548.993a 4718.275a 

7 0.636
a
 0.523

a
 3311.334

a
 6391.325

a
 

Electron

 beam

0 0.698ab 0.624a 3732.382a 5980.767a 

3 0.776a 0.651a 3202.552a 4968.175a 

5 0.687
ab

 0.579a 3242.452
a

5554.100
a
 

7 0.554b 0.555a 2286.557a 4120.900a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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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0. Hunter color values of irradiated hot seasoned pork

Dose

(kGy)
L a b

Raw meat

Gamma

ray

0 51.35c 16.32a 15.21a

3 62.40b 12.25b 15.08a 

5 62.65b 11.78c 14.57b 

7 65.28a 8.95d 14.16c

Electron 

beam

0 57.98b 11.92a 14.20a

3 64.75a 6.42d 12.48b 

5 51.67d 9.44b 12.15c 

7 56.43c 8.11c 12.57b 

After 

seasoning

Gamma

ray

0 52.42c 20.04a 22.38c

3 54.96b 19.97a 24.74a 

5 58.21a 18.12b 24.38b 

7 57.86a 15.43c 18.72d

Electron

beam

0 46.78a 11.48b 18.02b

3 44.81b 11.62b 18.69a 

5 44.05c 12.80a 17.84b

7 44.02c 10.99c 17.23c

After

cooking

Gamma ray

0 48.27d 8.55c 15.29d 

3 51.63c 9.44b 17.42b

5 55.53b 10.15a 17.77a 

7 55.98a 8.24d 17.16c

Electron 

beam

0 51.29a 8.99b 18.79a 

3 46.17b 8.34c 16.23d

5 51.20a 8.63bc 17.71b 

7 44.33c 9.92a 16.99c 

a-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81. Sensory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pork after cooking

선량
감마선 자선

남 (n=20) 여 (n=27) 체 (n=47) 남 (n=24) 여 (n=32) 체 (n=56)

갈비구이

0 1.8 b 2.1 b 2.0 c 1.6 b 1.8 b 1.7 c

3 2.5 a 2.5 ab 2.5 ab 2.0 ab 2.3 a 2.2 b

5 2.8 a 2.8 a 2.8 a 2.5 a 2.4 a 2.3 b

7 2.3 a 2.1 b* 2.2 bc 2.0 ab 2.7 a 2.6 a

갈비찜

0 1.7 a 2.0 a 1.9 b 1.8 b 1.6 c 1.7 c

3 2.2 a 2.1 a 2.1 ab 2.1 ab 2.2 b 2.1 b

5 2.2 a 2.3 a 2.3 a 2.1 ab 2.8 a 2.5 a

7 2.0 a 2.2 a 2.1 ab 2.6 a 2.7 a 2.6 a

주물럭

0 2.0 a 1.9 c 1.9 c 2.1 a 1.6 b 1.8 b

3 2.1 a 2.5 ab 2.3 ab 2.2 a 2.4 a 2.3 a

5 2.2 a 2.8 a 2.7 a 2.0 a 2.5 a 2.3 a

7 2.5 a 2.1 bc 2.1 bc 1.8 a 2.3 a 2.1 ab
* : 기호도가 아닌 비조사구와 다른 정도 (1 같다. 2 조 다르다. 3 많이 다르다 4 매우다르다)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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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선량과 조리별 품질특성의 상 계

 (pearson 상 계수)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Adhesiveness Hardness Resilience

갈비찜

감마

선

생고기 -0.383 0.053 -0.163 0.366 -0.193 -0.137 

양념후 -0.599** 0.307 -0.166 0.272 -0.293 -0.249 

조리후 0.104 -0.258 -0.150 -0.999* -0.086 -0.915 

자

선

생고기 -0.189 0.430 0.289 0.597* 0.172 0.188 

양념후 0.483 0.082 0.143 -0.162 0.201 -0.171 

조리후 0.719** 0.324 0.226 -0.003 0.133 0.370 

갈비

구이

감마

선

생고기 0.239 -0.203 -0.283 0.339 -0.308 -0.204 

양념후 -0.257 -0.303 -0.177 -0.551* -0.096 -0.201 

조리후 0.101 -0.501 -0.258 -0.770 -0.059 -0.645 

자

선

생고기 0.481 0.257 0.658** -0.557* 0.644** 0.680** 

양념후 -0.171 0.406 -0.020 -0.287 -0.088 0.010 

조리후 0.110 0.598* 0.508* 0.592 0.248 0.592 

주물럭

감마

선

생고기 0.342 0.649** 0.036 0.380 0.086 0.134 

양념후 0.320 0.071 -0.017 0.399 -0.046 0.004 

조리후 0.073 0.084 0.125 -0.010 0.086 -0.244 

자

선

생고기 -0.001 0.624** 0.403 0.380 0.291 -0.156 

양념후 -0.168 -0.380 -0.336 0.254 -0.308 0.108 

조리후 -0.199 0.206 0.065 0.304 -0.075 0.337 

 L-value a-value b-value ΔE

갈비찜

감마선

생고기 0.228 -0.362 0.654* -0.213 

양념후 -0.230 -0.067 0.780 0.254 

조리후 -0.216 0.434 0.658* 0.258 

자선

생고기 0.360 -0.683 -0.922 -0.473 

양념후 -0.790** 0.380 -0.758** 0.781** 

조리후 -0.253 0.913** -0.722** 0.962** 

갈비구이

감마선

생고기 0.952** 0.074 0.595* -0.927** 

양념후 0.231 -0.182 -0.653* -0.250 

조리후 -0.783 0.990* -0.223 0.807 

자선

생고기 0.809 -0.839 0.617 -0.819 

양념후 -0.067 -0.662** 0.212 -0.012 

조리후 0.508* -0.363 0.543* -0.509* 

주물럭

감마선

생고기 0.922** -0.976** -0.939** -0.941** 

양념후 0.940** -0.887** -0.452 -0.947** 

조리후 0.973** 0.042 0.762** -0.984** 

자선

생고기 -0.372 -0.544** -0.791** 0.245 

양념후 -0.897** -0.005 -0.585* 0.802** 

조리후 -0.038 0.042 0.168 -0.059 

감마선 자선

남 여 체 남 여 체

구이 0.287 ** 0.063 0.150 * 0.227 * 0.300 *** 0.266 ***

찜 0.147 0.121 0.131 0.307 ** 0.465 *** 0.398 ***

주물럭 0.151 0.141 0.144 * -0.130 0.296 *** 0.11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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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된 콩의 조리 성 평가

   콩의 수분복원력

   방사선 조사한 콩의 수분복원력을 Table 4-82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수분복

원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짧은 시간 침지시켜 양소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4-82. Rehydration of gamma-irradiated soybean

Dose(kGy) 복원력(%)

0 120.10 

1 121.56 

3 123.13 

5 124.19 

   콩자반의 조직감

   콩자반의 조리 ,후 조직감을 Table 4-83에 나타내었다. 조리  탄력성과 경도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리후에는 탄력성은 유의 으로 증가한 반면, 경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씹힘성은 조리 과 후 모두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able 4-83. Texture profile of gamma-irradiated soybean by cooking

Sample Dose(kGy) Springiness Hardness Chewiness

before cooking

0 0.863a 639.0a 156.3a 

1 0.895a 631.2a 126.7b 

3 0.876a 570.3a 108.1bc 

5 0.887a 605.5a 98.1c 

after cooking

0 0.830b 891.7a 176.4a 

1 0.843ab 870.3ab 169.3ab 

3 0.883a 751.6b 145.1bc 

5 0.862ab 546.9c 123.9c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콩자반 능

   콩자반의 능검사결과를 Table 4-84에 나타내었다. 이취, 체냄새, 체질감은 조리 과 

후에 차이가 없었고, 반 인 수용도는 조리 에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에 유의 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단한 정도는 조리 과 후 모두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감의 경도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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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4. Sensory profiles of gamma-irradiated soybean by cooking

Sample Dose (kGy) 이취 단단한정도 체색깔 체냄새 체질감 반 수용도

before 

cooking

0 1.2a 8.2a 6.9b 7.2a 6.3a 5.9b

1 1.3a 7.0bc 7.7ab 7.2a 6.9a 7.4a

3 1.3a 7.4b 7.8ab 7.3a 7.2a 7.6a

5 1.3a 6.6c 8.4a 6.9a 7.1a 7.8a

after 

cooking

0 2.1a 6.6a 7.6a 7.4a 6.5a 6.8a

1 2.0a 6.0ab 6.5ab 7.2a 6.8a 7.3a

3 1.7a 5.6ab 6.1ab 6.9a 6.4a 6.8a

5 1.6a 4.8b 5.5a 6.9a 5.9a 6.7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방사선 조사 선량과 조리별 콩의 품질특성의 상 계 (pearson 상 계수)

   조리 에는 수화복원력과 능검사에서 색, 반 인 수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 조리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리 과 후 모두 조직감의 경도와 씹힘성, 

능검사의 경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able 4-85. 방사선 조사선량 두부의 품질특성별 상 계

Rehydration 
Color Texture

L a b △E hardness chewiness springiness

이화학  

특성

before 

cooking
0.981** -0.069 0.206 -0.175 0.062 -0.780** -0.774** 0.128 

after 

cooking
N.T 0.754** 0.106 0.330 -0.768** -0.833** -0.786** 0.387 

색 이취 냄새 경도 질감
반 인 

수용도

능  

특성

before 

cooking
0.450** 0.066 -0.045 -0.491** 0.184 0.449** 

after 

cooking
-0.360* -0.138 -0.101 -0.397* -0.156 -0.066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N.T : Not tested

   두부의 수화복원력

   감마선 조사한 콩에 응고제를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수화복원력을 Table 4-86에 나타내었

다. 조사선량이 증가될수록 MgCl2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의 수화복원력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CaCl2를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유  두부수율

   감마선 조사한 콩에 응고제를 달리하여 제조한 두부의 두유 수율과 두부수율을 Table 4-87

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두유수율과 두부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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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종류에 따라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86. Rehydration of gamma-irradiated soybean

Coagulant Dose(kGy) 량비(%)

CaCl2

0 141.56 

3 142.42 

5 142.21 

7 142.37 

MgCl2

0 130.74 

1 130.98 

3 138.53 

5 140.41 

Table 4-87. Yield of soybean milk and soybean curd of gamma-irradiated soy bean 

Coagulant Dose(kGy) Yield of soybean milk(%) Yield of soybean curd(%)

CaCl2

0 800.07 155.36 

3 806.92 160.33 

5 857.45 171.47 

7 863.09 175.49 

MgCl2

0 776.77 138.75 

1 796.17 139.07 

3 812.15 139.30 

5 836.88 140.30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한 콩에 응고제를 달리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이화학  실험을 Table 4-88, 

89에 나타내었다. CaCl2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만든 두부는 황색도를 제외하고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검성, 경도, 씹힘성은 조사선량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조

사구와 비조사구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MgCl2로 만든 두부는 밝기, 황색도, 응집성, 

경도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4-88. Hunter color values of soybean curd made of gamma-irradiated soybean

Coagulant Dose(kGy) L a b ΔE

CaCl2

0 9.58c 0.40b 0.11a 80.93a 

1 9.70ab 0.50a 0.13a 80.80bc 

3 9.65bc 0.42ab 0.12a 80.86ab 

5 9.77a 0.47ab 0.15a 80.73c 

MgCl2

0 13.47b -1.04a 2.26c 83.69b 

1 13.87a -1.05a 2.33b 83.29c 

3 13.89a -1.09a 2.43a 83.28c 

5 13.24c -1.00a 2.20d 83.91a 

a-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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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9. Texture profiles of soybean curd made of gamma-irradiated soybean

Coagulant Dose (kGy) Springiness gumminess cohesiveness Hardness Chewiness

CaCl2

0 0.894a 886.3b 0.845a 1055.0b 808.3b 

1 0.926a 1239.9a 0.849a 1502.8a 1161.5a 

3 0.914a 1274.6a 0.840a 1503.2a 1218.6a 

5 0.906a 1267.2a 0.828a 1514.6a 1258.1a 

MgCl2

0 0.926a 730.7b 0.809ab 906.4c 671.0b 

1 0.908a 1007.6a 0.849a 1209.1b 911.1a 

3 0.907a 1109.7a 0.806ab 1387.2ab 943.1a 

5 0.902a 1114.8a 0.795b 1411.1a 990.2a 

a-b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능  특성

   감마선 조사한 콩에 응고제를 달리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능검사결과를 Table 4-90, 91

에 나타내었다. CaCl2를 사용하여 제조시 단단한 정도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MgCl2 사용시 조사선량에 따라 고소한 냄새와 단단한 정도, 기호도 인 면에서 유의 으로 증

가하 다. 감마선 조사한 콩에 CaCl2를 응고제로 사용하여 제조하면 이취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감마선 조사 콩을 사용하여 두부 제조시 MgCl2를 응고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게 나타났다.

Table 4-90. Sensory profiles of soybean curd made of gamma-irradiated soybean

Coagulant Dose(kGy) 이취 고소한냄새 비린맛 단단한정도 탄력성

CaCl2

0 1.2a 5.5a 2.5a 4.2b 6.1a

1 1.4a 6.2a 3.0a 5.3ab 5.1a

3 1.4a 5.8a 2.2a 5.5ab 6.1a

5 2.5a 5.5a 2.7a 7.0a 5.8a

MgCl2

0 1.3a 4.6b 1.3a 4.4b 5.9a 

1 1.3a 5.6ab 1.4a 5.9ab 5.6a 

3 1.3a 5.8ab 1.4a 6.8a 5.6a 

5 1.3a 7.3a 1.3a 6.8a 5.6a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91. Sensory preference of soybean curd made of gamma-irradiated soybean

Coagulant
Dose

(kGy)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CaCl2

0 6.2a 6.6a 5.6a 6.2a 6.3a

1 6.7a 7.2a 5.7a 5.6a 5.8a

3 6.3a 5.7a 6.2a 5.7a 6.6a

5 6.1a 6.0a 5.8a 6.8a 6.3a

MgCl2

0 5.8b 5.1b 6.5ab 6.5b 6.3a 

1 4.9b 6.1b 6.1b 6.3b 5.9a 

3 7.3a 6.5ab 6.9ab 6.6ab 6.8a 

5 8.1a 7.8a 7.8a 7.6a 7.1a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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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2. 방사선 조사선량 두부의 품질특성별 상 계

(pearson 상 계수)

<이화학  실험>

수화복원력

(%)

두유수율

(%)

두부수율

(%)

Texture

Springiness Gumminess Cohesiveness Hardness Chewiness

CaCl2 0.621 0.947 0.980* 0.033 0.604** -0.294 0.584** 0.666** 

MgCl2 0.960* 0.990** 0.960* -0.324 0.716** -0.488* 0.752** 0.626** 

Color

L-value a-value b-value ΔE

CaCl2 0.682** 0.181 0.307 -0.680** 

MgCl2 -0.372 0.137 -0.170 0.369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 능검사-특성>

이취 고소한냄새 비린맛 단단한정도 탄력성

CaCl2 0.313* -0.034 -0.024 0.461** 0.026 

MgCl2 0.000 0.505** -0.010 0.470** -0.051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 능검사-기호도>

체 인

외
단면 냄새

고 소 한

맛
쓴맛

체 인 

맛

매끄러운

정도
착성

질감에 한 

반 인기호도

반 인

 기호도

CaCl2 -0.045 -0.140 -0.181 0.061 -0.110 0.046 -0.172 -0.103 0.134 0.051 

M g C l

2
0.651** 0.606** 0.578** 0.479** 0.046 0.395* -0.060 0.358* 0.430* 0.271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3) 비타민 원식품(채소  과일류)

   제 3군 비타민 원 식품류인 채소  과일류  단체 식에 표 으로 사용되는 식품을 

선정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용하 을 때 조리 성  특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선 조사된 건조채소의 조리 성 평가

   건조 채소  건조 표고버섯을 이용한 조리 특성  시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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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된 건조 채소류  건고사리 13.66～15.86%, 건조 무청 11.82～14.50%, 건가지 

22.83～56.67%, 호박고지 15.44～17.94%, 무말랭이 26.53～26.66%, 건조 표고버섯 10.08～10.27%

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된 건조 채소류(건고사리, 무청, 건가지, 호박고지, 무말랭이)  건조 

표고버섯은 방사선 조사 선량이 높을수록 수화복원성  부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방사선 조사된 건고사리를 80℃에서 탕하면서 일정 시간별로 꺼내어 수분함량, 부피, 수화복

원력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은 조사선량별로 5분 이내에 격히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서

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부피 증가율  수화복원력 한 조군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유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4-11, 12, 13). 건조 채소류의 조리 (불림상

태) 색도를 살펴보면 건고사리는 조군과 비교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명도는 낮게, 색도

와 황색도는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청의 경우 조구와 비교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명도  녹색도, 황색도 모두 감소하 다. 건가지의 경우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명도  색

도, 황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호박고지의 경우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명도와 황색도는 감

소하 고 색도는 증가하 다. 무말랭이의 경우 명도는 감소하 고 색도는 증가하 으며 황

색도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건조 채소류의 조리후(나물로 조리) 색도를 살펴보

면 고사리 나물, 가지나물, 무말랭이무침은 조군과 비교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명도  

색도, 황색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무청시래기 나물의 경우 명도와 황색도는 낮게 나타났지

만, 녹색도는 증가하 다. 한 호박고지 나물의 경우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명도  색도, 

황색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된 표고버섯의 경우 조리 에는 명도는 감소하

고, 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 으며 조리후에는 명도는 조군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색도는 감소, 황색도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Table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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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hanges in moisture content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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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Changes in rehydration rates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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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hanges in volume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80℃.

   방사선 조사된 건조 채소류의 기계  조직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Table 4-94) 조리 과 

조리후 모두 springiness에는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hardness, chewiness는 방사선 조사처리군에서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 방사선 

조사된 건고사리의 조리온도  조리시간에 따른 연화 정도와 연화에 따른 활성화 에 지를 

분석한 결과를 Fig. 4-14, 15, 16에 나타내었다. Hardness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조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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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한 조리 온도와 시간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된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조리  springiness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은 반면, hardness, chewiness의 경우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7 kGy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게 나타났다. 조리후 springines 조군과 7 kGy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hardness, chewiness의 경우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7 kGy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게 나

타났다 건조 채소류의 능  특성을 살펴 보면 조리 에 느 던 이취를 조리후에는 느끼지 

못 하 으며 체 인 외 , 체 인 질감, 반 인 수용도가 조군보다 방사선 조사 처리

군에서 유의 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한 방사선 조사된 표고 버섯의 경우 조리 과 조리후 

모두 체 인 질감, 체 인 맛, 반 인 수용도가 조군 보다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유

의 으로 높은 수를 받았다(Table 4-95). 

Table 4-93. Hunter color value of dried oak mushroom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Hunter parameter

L a b

Before cooking

0 40.55b 3.64c 11.29d

1 39.30c 4.69a 12.74a

3 40.93a 3.68c 11.97c

5 37.91d 4.46b 12.28b

7 39.21c 4.64a 12.78a

After cooking

0 46.91a 3.50b 13.85d

1 46.08a 3.17c 14.59b

3 46.16a 3.99a 14.08c

5 46.56a 3.40b 14.03c

7 47.09a 2.85d 14.88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94. Texture of dried oak mushroom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Texture profiles

Hardness Chewiness Springiness

Before cooking

0 540.9a 337.492a 0.776a

1 457.2ab 272.901ab 0.743a

3 414.7ab 275.929ab 0.833a

5 408.4ab 260.567ab 0.853a

7 397.7b 241.364b 0.819a

After cooking

0 521.3a 307.857a 0.773c

1 459.3ab 320.784a 0.834ab

3 428.7bc 244.611b 0.801bc

5 372.7cd 263.309ab 0.848ab

7 325.1d 237.011b 0.881a

a-d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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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hanges in hardness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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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hanges in hardness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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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Changes in hardness of dried fernbraken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during 

moisture heating at 120℃.

   방사선 조사된 건조채소의 조리 성 평가

   건조채소의 조리 , 후의 색도는 Table 4-96에 나타내었다. 고사리나물은 조사선량에 따라서 

조리 에 밝기, 색도, 황색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조리후에는 밝기와 색도만 

유의 으로 증가하며, 무청나물은 조리 ․후에서 밝기와 황색도가 유의 으로 감소한다. 조사

선량에 의해 건가지나물의 밝기, 색도, 황색도가 조리 에 증가하나, 조리후에 색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며 호박고지 나물은 조리 ․후에 밝기가 유의 으로 감소한다. 조사선량에 따라 

무말랭이의 조리  밝기가 감소하나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다. 감마선 조사한 조리

․후의 조직감을 Table 4-97에 나타내었다. 6가지 건조채소(고사리나물, 무청나물, 건가지나

물, 호박고지나물, 무말랭이나물)에서 조사선량에 의한 조리 ․후의 경도와 씹힘성은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Table 4-95. Mean score for sensory characteristics of cooked oak mushroom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Snsory characteristics

Color
Off

-flavor

Mushroo

m flavor

over all 

flavor
Hardness

Over all 

texture

Over all 

taste

Over all 

preference

Before 

cooking

0 8.0a 1.0a 7.3a 7.4a 7.3a 5.6b 5.5a 5.0b

1 8.0a 1.0a 7.3a 7.4a 6.9a 5.6b 5.6a 5.0b

3 8.3a 1.0a 7.9a 8.0a 6.4a 6.0b 5.9a 5.4ab

5 8.3a 1.0a 8.3a 8.3a 5.8a 6.8a 6.0a 5.9a

7 8.3a 1.0a 8.3a 8.3a 5.6a 6.8a 6.0a 5.9a

After 

cooking

0 7.5a 1.0a 3.6a 7.4a 6.0a 5.1c 6.9a 6.4b

1 7.6a 1.0a 3.6a 7.4a 6.0a 5.9bc 6.9a 6.4b

3 8.0a 1.0a 3.6a 7.5a 5.0a 6.0b 7.4a 6.8b

5 8.3a 1.0a 3.6a 7.5a 4.6a 6.6ab 7.5a 7.6a

7 8.3a 1.0a 3.6a 7.5a 4.6a 7.1a 7.6a 7.9a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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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6. Hunter color of dried vegetables gamma irradiated before and after cooking

Sample
Irradiation

dose (kGy)
L a b

Before cooking

Fernbraken

0 36.43b 3.91c 13.46b

3 35.50d 4.60b 13.36c

5 35.84c 3.95c 13.45b

7 38.13a 5.03a 14.03a

Radish leaf

0 29.68a -0.86c 15.95a

3 26.43d -0.64c 14.05c

5 27.54b -0.45a 14.32b

7 26.93c -0.68b 14.04c

Eggplants

0 35.32c 3.59c 13.77c

3 37.21b 3.54c 14.17b

5 37.28b 4.25a 14.56a

7 38.59a 3.83b 14.23b

Zucchini slice

0 67.14b 1.61c 19.17a

3 67.29b 1.83b 18.83b

5 67.17b 1.18d 17.40c

7 66.39a 2.21a 18.87b

Radish slice

0 63.12a -2.60bc 17.10b

3 59.53b -2.39ab 17.80a

5 59.37b -2.21a 16.98b

7 59.82b -2.73c 17.18b

After cooking

Fernbraken

0 40.99d 4.94c 14.36b

3 42.42b 5.10b 14.88a

5 41.66c 4.91c 14.26b

7 44.47a 5.40a 14.92a

Radish leaf

0 39.01a -0.38c 20.52a

3 35.51b -0.02a 18.25b

5 32.24d -0.18b 17.43d

7 33.44c -0.72d 17.83c

Eggplants

0 37.58d 3.88c 14.37b

3 39.07b 4.22a 15.40a

5 38.19c 4.08b 15.30a

7 41.24a 3.75d 15.39a

Zucchini slice

0 66.82a 1.05a 18.49b

3 66.83a 1.02ab 18.07c

5 66.38b 0.91b 17.49d

7 64.62c 0.75c 18.84a

Radish slice

0 39.03c 20.80b 21.56bc

3 40.75b 21.42ab 22.77b

5 42.34a 21.60a 23.31a

7 38.57c 19.42c 21.50c

a-d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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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7. TPA of dried vegetables gamma irradiated before and after cooking

Sample
Irradiation

dose (kGy)
Hardness Chewiness Springiness

Before cooking

Fernbraken

0 569.8a 126.6a 0.804a

3 501.2b 123.0ab 0.859a

5 366.9c 106.0bc 0.836a

7 354.1c 99.0c 0.864a

Radish leaf

0 1190.7a 282.3a 0.836a

3 1119.0ab 251.9a 0.820a

5 925.3bc 251.4a 0.765a

7 870.7c 248.7a 0.645b

Eggplants

0  932.2a 289.7a 0.832a

3 683.9b 215.7b 0.833a

5 451.9c 216.3b 0.829a

7 457.2c 216.5b 0.863a

Zucchini slice

0 700.7a 98.4a 0.720a

3 662.8a 66.6b 0.648a

5 649.0a 60.1b 0.644a

7 535.8b 61.0b 0.690a

Radish slice

0 3396.2a 523.6a 0.864a

3 2403.2b 422.4b 0.877a

5 1832.3c 281.4c 0.873a

7 1406.7d 234.1c 0.864a

After cooking

Fernbraken

0 307.7a 68.4a 0.841a

3 214.8b 55.5ab 0.847a

5 202.7b 54.2ab 0.873a

7 181.4b 46.4b 0.834a

Radish leaf

0 1119.8a 248.0a 0.785a

3 1079.4ab 225.7ab 0.764a

5 918.0ab 219.3ab 0.730a

7 868.0b 204.6b 0.746a

Eggplants

0 933.1a 336.9a 0.789a

3 680.5b 301.7a 0.804a

5 620.7b 290.0a 0.842a

7 445.1c 178.9b 0.821a

Zucchini slice

0 588.4a 78.0a 0.737a

3 507.0ab 77.7a 0.735a

5 411.0b 62.0a 0.712a

7 409.6b 61.4a 0.694a

Radish slice

0 3452.6a 517.2a 0.838a

3 2723.1b 431.1ab 0.777a

5 1783.0c 302.7bc 0.800a

7 1623.6c 245.2c 0.817a

a-d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능  특성

   감마선 조사한 건조채소의 조리 ․후 능검사 결과를 Table 4-98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

에 따른 고사리나물의 맛과 반 인 기호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조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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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무청나물은 조리 ․후 유의 으로 외 이 좋아진다. 호박고지

나물은 조리 에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냄새는 좋아지고 이취는 감소되나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고, 무말랭이 나물은 조리후에 외 과 반 인 기호도가 유의 으로 감소된다. 

건가지나물은 조사선량에 따라 능검사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Metal oxide sensor로 구성된 자코에 의한 향기패턴분석

   감마선 조사한 고사리나물과 무말랭이 나물의 조리 ․후 자코 결과를 Table 4-99에 나타

내었다. 고사리나물은 조사선량에 따라 non polar volatile(P10/1, P10/2), organic 

solvent(T30/1, PA2)와 식품 향기와 휘발성 성분(T70/2)은 조리 ․후에 유의 으로 증가하고, 

조리후에는 fluoride & chloride(SY/LG, P40/1)는 증가된다. 무말랭이 나물은 선량에 따라 조

리 ․후에 non polar volatile(P10/1, P10/2)와 fluoride & chloride(P40/1)는 유의 으로 증가

하며 조리후에 식품의 향기와 휘발성 성분(T70/2)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mmonia and 

sulphur(SY/G)는 고사리나물과 무말랭이 나물에서 조리후에 유의 으로 감소하며, 고사리나물

은 조리후에 non polar volatile(SY/AA, SY/gCT), organic solvent(SY/gCTI)는 감소한다. 

   항산화

   감마선 조사 건조채소의 조리 ㆍ후 항산화결과는 Table 4-100에 나타내었다. 고사리나물, 

무청나물, 무말랭이 나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조리 에 유의 인 차이가 없으나 조리후

에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건가지 나물과 호박고지 나물은 

조리 에 조사선량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지만 조리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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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8. Sensory preference of dried vegetables gamma-irradiated before and after 

cooking

Sample
Irradiation 

dose (kGy)

over-all 

appearance

over-all 

odor

over-all 

taste

over-all 

texture

over-all 

preference
off-flavor

Before 

cooking

Fernbraken

0 5.5a 5.5a 6.2a 6.0a 6.6a 2.8a 

3 5.3a 4.4a 4.3b 5.2a 4.6bc 3.0a 

5 5.7a 5.3a 6.0a 5.2a 5.5ab 2.3a 

7 4.3a 4.1a 3.5b 5.1a 3.4c 2.8a 

Radish leaf

0 3.2b 3.1a 3.0a 3.5a 3.9a 1.3b

3 3.5b 4.2a 4.1a 4.6a 4.4a 1.6ab

5 4.7ab 3.5a 3.8a 3.5a 3.4a 1.8ab

7 5.4a 4.0a 4.0a 4.6a 4.6a 2.0a

Eggplants

0 4.4a 3.5a 3.7a 4.6a 4.4a 1.4a

3 4.4a 4.1a 3.6a 4.2a 3.6a 1.4a

5 4.3a 3.2a 3.8a 5.4a 3.8a 1.7a

7 4.4a 4.3a 3.9a 5.4a 4.7a 1.7a

Zucchini 

slice

0 3.8c 3.0b 2.9a 3.7a 3.3b 3.4a 

3 6.2a 5.9a 3.9a 4.8a 5.2a 2.0a

5 4.5bc 5.0a 4.0a 5.0a 4.8ab 2.2a

7 5.7ab 5.7a 4.0a 5.2a 4.8ab 1.5a

Radish slice

0 5.1a 4.5a 3.2a 5.3a 6.1a 1.3a 

3 5.1a 3.9a 3.7a 4.4a 4.7a 1.8a 

5 5.5a 5.1a 3.8a 4.8a 5.8a 1.5a 

7 4.8a 4.4a 3.7a 4.7a 5.1a 1.4a 

After 

cooking

Fernbraken

0 5.8a 6.1a 4.7a 4.0b 4.9a 2.3a 

3 5.4a 6.3a 5.9a 5.6ab 5.5a 2.5a 

5 6.6a 6.6a 5.2a 5.5ab 5.7a 2.9a 

7 6.1a 6.6a 6.3a 6.4a 6.1a 2.5a 

Radish leaf

0 4.3b 6.7a 6.1a 5.4a 5.7a 1.2a 

3 6.1a 7.1a 6.8a 6.0a 6.1a 1.2a 

5 6.6a 6.6a 7.0a 6.3a 6.9a 1.4a 

7 6.1a 6.8a 6.6a 5.7a 6.5a 1.3a 

Eggplants

0 5.9a 5.9a 5.3a 5.8a 5.3a 1.2a

3 6.5a 6.1a 4.7a 5.2a 5.9a 1.4a

5 5.9a 6.0a 5.7a 5.5a 5.3a 1.3a

7 5.0a 6.1a 4.3a 5.6a 5.5a 1.4a

Zucchini 

slice

0 5.1a 5.8a 4.7a 4.1a 4.5a 1.6a 

3 5.9a 5.8a 5.1a 5.5a 5.3a 2.5a

5 3.6b 6.1a 5.7a 5.0a 5.8a 1.8a 

7 6.4a 6.0a 4.8a 5.0a 4.7a 2.0a 

Radish slice

0 6.1ab 6.6a 3.5a 5.5a 6.7a 1.2a 

3 7.2a 6.6a 3.1a 6.3a 6.4a 1.1a 

5 5.5bc 6.0a 3.6a 5.0a 4.6b 1.2a 

7 4.4c 5.5a 2.9a 4.9a 4.4b 1.3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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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9. Response of each sensory by the electronic nose on gamma irradiated dried 

vegetables before and after cooking

sample
Dose 
(kGy)

Responce of each sensor

SY/L
G SY/G SY/AA SY/GH

SY/gC
Tl

SY/gC
T T30/1 P10/1 P10/2 P40/1 T70/2 PA2

Before 
cooking

Fernbraken

0 0.009b -0.041b -0.013c -0.022b -0.015b -0.013b 0.039b 0.038b 0.026b 0.032b 0.037b 0.093b 

3 0.008b -0.033a -0.008ab -0.017a -0.011a -0.011a 0.036b 0.038b 0.026b 0.032b 0.034b 0.088b 

5 0.009b -0.032a -0.007a -0.017a -0.011a -0.011a 0.039b 0.040b 0.028b 0.035b 0.037b 0.095b 

7 0.012a -0.038b -0.011b -0.021b -0.014b -0.013b 0.259a 0.214a 0.138a 0.204a 0.237a 0.371a 

Radish slice

0 0.519a -0.395a -0.651c -0.210a -0.215b -0.189b 0.333b 0.255c 
0.215b

c 0.211c 0.348b 

3 0.500b -0.392a -0.516b -0.208a -0.198a -0.178a 0.327b 0.265c 0.211c 0.215c 0.340b 

5 0.504b -0.437b -0.498b -0.231b -0.216b -0.194b 0.356a 0.303a 0.227a 0.244a 0.371a 

7 0.477c -0.413a -0.402a -0.217a -0.193a -0.178a 0.332b 0.286b 0.219b 0.229b 0.345b 

After 
cooking

Fernbraken

0 0.120c -0.273a -0.059a -0.148a -0.097a -0.090a 0.142c 0.111c 0.104c 0.090c 0.136c 0.284c 

3 0.154b -0.327b -0.075b -0.181b -0.119b -0.110b 0.170b 0.138b 0.125b 0.111b 0.164b 0.335b 

5 0.150b -0.268a -0.064a -0.144a -0.095a -0.088a 0.137c 0.109c 0.102c 0.087c 0.132c 0.282c 

7 0.210a -0.374c -0.095c -0.204c -0.134c -0.126c 0.194a 0.151a 0.140a 0.122a 0.189a 0.370a 

Radish slice

0 0.237a -0.537a -0.115b -0.313a -0.219a -0.210a 0.265c 0.205d 0.165c 0.161d 0.265c

3 0.179c -0.661b -0.099a -0.395b -0.273b -0.265b 0.320b 0.243c 0.193b 0.193c 0.321b 

5 0.219b -0.728c -0.119bc -0.440c -0.305c -0.295c 0.347a 0.263a 0.205a 0.211a 0.350a 

7 0.239a -0.682b -0.126c -0.406b -0.281b -0.272b 0.327b 0.254b 0.200a 0.201b 0.328b 

a-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Non polar volatile(SY/AA, AY/gCT, P10/1, P10/2), Organic solvent(T30/1, T70/2), Ammonia and 

sulphur(SY/G), 식품 향기와 휘발성 성분(T70/2), Fluoride & Chloride(ST/LG,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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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0. Total phenol contents and antioxidant capability of dried vegetables 

gamma-irradiated before and after cooking

Sample
Irradiation 

dose (kGy)
Total phenol DPPH TBA

Before cooking

Fernbraken

0 1.05a 2.51a 12.70a 

3 1.06a 2.63a 13.00a 

5 1.04a 2.82a 11.72a 

7 1.04a 2.91a 10.45a 

Radish leaf

0 1.21a 5.19a 3.66a 

3 1.22a 5.41a 4.96a 

5 1.23a 5.19a 3.63a 

7 1.19a 5.75a 3.48a 

Eggplants

0 0.65a 9.00b 30.93ab 

3 0.73a 10.06ab 30.16b 

5 0.67a 10.62ab 30.47ab 

7 0.71a 11.83a 31.09a 

Zucchini slice

0 0.75a 5.16c 5.33a 

3 0.76a 6.91b 5.17a 

5 0.74a 6.99b 4.25a 

7 0.77a 7.83a 4.56a 

Radish slice

0 1.19a 6.19a 32.80a 

3 1.21a 6.35a 33.26a 

5 1.21a 6.82a 32.95a 

7 1.10a 6.64a 32.64a 

After cooking

Fernbraken

0 1.09a 1.93b 7.95b 

3 1.10a 1.96b 11.39a 

5 1.09a 2.47a 12.00a 

7 1.14a 2.50a 9.98ab 

Radish leaf

0 1.38a 4.88b 4.09a 

3 1.33a 5.11b 1.87a 

5 1.34a 5.41b 2.43a 

7 1.28a 8.42a 2.43a 

Eggplants

0 0.88a 9.03c 34.66a 

3 0.92a 10.23a 34.33a 

5 0.90a 9.76b 33.85a 

7 0.84a 9.72b 35.30a 

Zucchini slice

0 0.75a 5.77a 4.57a 

3 0.76a 6.09a 4.57a 

5 0.75a 5.92a 3.60a 

7 0.75a 5.95a 5.06a 

Radish slice

0 1.23a 4.06d 37.57b 

3 1.13a 5.15b 39.35a 

5 1.12a 4.71c 37.57b 

7 1.18a 6.26a 37.89ab 

a-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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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1. 방사선 조사 선량과 건조채소 품질특성의 상 계 

(pearson 상 계수)

Mositure Rehydration volume Phenol
항산화능

DPPH TBA

Fernbraken
before cooking 0.678 0.967** 0.972** -0.174 0.516 -0.399 

after cooking N.T N.T N.T 0.346 0.893** 0.482 

Radish leaf
before cooking 0.068 0.986** 0.899** -0.047 0.386 -0.085 

after cooking N.T N.T N.T -0.572 0.718** -0.444 

Eggplants
before cooking -0.068 0.996** 0.837** 0.309 0.725** 0.093 

after cooking N.T N.T N.T -0.218 0.506 0.148 

Zucchini 

slice

before cooking -0.042 0.960** 0.899** 0.110 0.920** -0.218 

after cooking N.T N.T N.T -0.079 0.295 0.032 

Radish slice
before cooking 0.076 0.985** 0.916** -0.350 0.310 -0.156 

after cooking N.T N.T N.T -0.205 0.863** -0.029 

Pyogo 

mushroom

before cooking 0.640* 0.943** 0.791** N.T N.T N.T

after cooking N.T N.T N.T N.T N.T N.T

Color Texture profile

L a b △E Springiness Hardness Chewiness

Fern

-braken

before 
cooking 0.521* 0.658** 0.692** -0.494 0.406 -0.915** -0.631** 

after 
cooking 0.817** 0.637** 0.411 -0.832** 0.022 -0.818** -0.572** 

Radish leaf

before 
cooking

-0.714** 0.689** -0.831** 0.695** -0.711** -0.700** -0.328 

after 
cooking -0.899** -0.403 -0.878** 0.897** -0.206 -0.628** -0.587*

Eggplants

before 
cooking 0.936** 0.552* 0.717** -0.926** 0.199 -0.886** -0.581** 

after 
cooking

0.803** -0.224 0.821** -0.780** 0.335 -0.874** -0.651** 

Zucchini 

slice

before 
cooking -0.664** 0.318 -0.409 0.110 -0.220 -0.737** -0.755** 

after 
cooking -0.804** -0.803** 0.044 0.672** -0.278 -0.587** -0.378 

Radish slice

before 
cooking

-0.729** -0.046 -0.097 0.723** 0.000 -0.961** -0.856** 

after 
cooking 0.086 -0.402 0.131 -0.243 -0.139 -0.891** -0.726** 

Pyogo 

mushroom

before 
cooking -0.524* 0.535* 0.613** 0.552* 0.423 -0.495* -0.491* 

after 
cooking

0.224 -0.419 0.538* -0.154 0.635** -0.827** -0.602**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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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property

Appearance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operty

Off flavor

Fernbraken

before 
cooking -0.151 -0.220 -0.348** -0.176 -0.443** -0.042 

after 
cooking 0.013 0.140 0.027 -0.001 0.179 -0.039 

Radish leaf

before 
cooking

0.430** 0.144 0.200 0.148 0.075 0.399* 

after 
cooking 0.421** -0.007 0.149 0.112 0.269 0.111 

Eggplants

before 
cooking -0.006 0.091 0.061 0.267 0.055 0.185 

after 
cooking

-0.189 0.050 -0.121 -0.031 0.011 0.129 

Zucchini slice

before 
cooking 0.273 0.474** 0.240 0.286 0.286 -0.316* 

after 
cooking 0.091 0.086 0.066 0.174 0.084 0.049 

Radish slice

before 
cooking

-0.022 0.046 0.107 -0.095 -0.133 0.031 

after 
cooking -0.374* -0.304 -0.073 -0.179 -0.503** 0.084 

Pyogo

 mushroom

before 
cooking 0.116 0.433** 0.322* 0.725** 0.41** .(a)

after 
cooking

0.272 0.021 0.169 0.596** 0.486** .(a)

Responce of each sensor by electronic nose

SY/LG SY/G SY/AA SY/Gh SY/gCTl SY/gCT

Fernbraken

before 
cooking 0.343 0.245 0.357* 0.126 0.194 0.137 

after 
cooking 0.815** -0.590** -0.714** -0.561** -0.564** -0.575** 

Radish slice

before 
cooking

-0.819** -0.434* 0.917 -0.365* 0.412* 0.192 

after 
cooking 0.099 -0.800** -0.410* -0.785** -0.774** -0.771** 

Responce of each sensor by electronic nose

T30/1 P10/1 P10/2 P40/1 T70/2 PA2

Fernbraken

before 
cooking 0.498** 0.491** 0.485** 0.490** 0.488** 0.521** 

after 
cooking

0.570** 0.547** 0.571** 0.533** 0.570** 0.592**

Radish slice

before 
cooking 0.190 0.667** 0.380* 0.588** 0.133 N.T

after 
cooking

0.782** 0.848** 0.858** 0.828** 0.776** N.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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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 조사된 건조향신료의 특성  조리 성 평가

   건조 향신료를 이용한 조리 특성  능평가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수분함량은 13.70～15.62%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

로 다 기를 만들어 실온(20℃)에서 일정 시간 경과에 따른 부피 변화는 마른 고춧가루에 비하

여 고추 다 기는 부피가 57% 증가하 는데 방사선 조사 처리군은 조군과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춧가루  다 기 색상, ASTA 값은 Table 4-102와 같다. 명도(L값)  황

색도(b값)은 방사선 조사군이 조군에 비해 감소하 지만, 색도(a값)는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다 기의 색도는 방사선을 3  5 kGy로 조사한 고춧가루로 만든 다 기는 조군

에 비하여 명도(L값)  황색도(b값)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나, 7 kGy의 경우는 

증가하 다. 색도(a값)는 방사선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p<0.05). 한 고춧가루의 ASTA 값은 조군 67.71, 방사선 조사 처리군은 73.85～83.39

로 조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ASTA value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3 kGy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군의 경우 총균수, 젖산균수는 고춧가루 1g당 10
7
, 10

6
으로 오염도

가 높게 나타났으나 7 kGy 방사선 조사로 총균수는 고춧가루 1 g당 106, 젖산균은 104으로 감소

하 으며, 효모는 완  사멸이 가능하 다(p<0.05).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capsaicin 함량은 

Table 4-103에 나타내었다. Capsaicin 함량은 28.18～32.35 mg/100g 으로 조사선량에 따라 증

가하 으나 방사선 조사 처리군과 조군간에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Dihydrocapsaicin 함량  총 capsanoids 함량도 조군과 비교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높았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102. Hunter color of red pepper powder and Dadaeki prepared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sample
Irradiation dose 

(kGy)

Hunter parameter

L a b ASTA value

Red pepper

powder

0 32.94a 30.07ab 18.39a 67.71d

3 30.30d 29.78c 16.43d 83.39a

5 31.38c 30.25b 17.13c 78.55b

7 32.42b 30.74a 17.96b 73.85c

Dadaeki

0 19.87c 22.36c 12.02c -

3 20.76bc 24.02b 12.56bc -

5 21.42bc 24.65ab 13.07ab -

7 21.81a 25.20a 13.37a -
a-d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103. Capsanoid content of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Irradiation

dose (kGy)
Capsaicin (mg/100g) Dihydrocapsaicin (mg/100g)  Total capsanoids (mg/100g)

0 28.18N.S 11.89N.S 40.07N.S

3 29.23 13.42 42.65

5 28.84 13.05 41.90

7 32.35 12.64 44.99

 N.S
 : Not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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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capsanthin 함량은 Table 4-104와 같다. Capsanthin 함량은 10

0～119.6%이었으며 방사선 조사군과 조군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매운맛 성분

인 capsaicin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향기성분을 분석하

기 하여 GC-MS 분석을 수행하 으며, 향기 성분은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에 의

하여 포집하 다. 향기 성분을 분리 동정한 결과 37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가

운데서 hexanoic acid-methyl ester와 tetramethyl-pyrazine은 조군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방사선 

조사 고춧가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4-17, Table 4-105)  

Table 4-104. Relative content(%) of capsanthin of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Capsanthin 100.0N.S 115.7a 119.6a 103.7a

N.S
 : Not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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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GC-chromatogram of volatile compounds in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upper: control,  lower: 7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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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5. Volatiles compounds identified in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s 

peak 

No
Volatile compounds

Area (Total Ion Counts x 103 )

control 3 kGy 5 kGy 7 kGy

1 2-Furancarboxaldehyde 404 352 348 369

2 3-Methyl-butanoic acid 904 952 845 795

3 Ethylbenzene 1648 1152 1638 1918

4 1,3-Dimethyl-benzene (m-Xylene) 5020 3444 5643 5110

5 1,2-Dimethyl-benzene (o-Xylene) 1434 1142 2517 2244

6 1,4-Dimethyl-benzene (p-Xylene) 2424 1594 2629 2959

7 2-Ethyl-5-methyl furan 2404 1141 1991 988

8 Hexanoic acid, methyl ester 824 nd nd nd

9 propylcyclopentane 453 264 301 275

10 Benzenecarbothioic acid 1993 2092 2177 2322

11 (E)-2-Nonen-1-ol 970 588 679 741

12 3-Methylene-nonane 606 319 341 331

13 6-Methyl-5-hepten-2-one 1347 1015 1169 1234

14 2,4-Dodecadienal 2099 1174 1290 1562

15 4-Methyl-2-propyl-1-pentanol 2233 1474 1720 1626

16 Ethenyloxy isooctane 2247 1398 1636 1548

17 2-Methyl-1-octanol 1491 805 1070 989

18 3,7-Dimethyl-1,3,7-octatriene 3618 2198 1438 1606

19
1-methyl-2-(3-methylpentyl)-cyclopropan

e
2629 1859 1995 1870

20 1,1'-Oxybis-octane 1400 904 989 968

21 3,7-Methyl-1-octanol 4200 2588 2775 2667

22 2-Ethyl-1-decanol 2758 1691 1804 1683

23 5-Methyl-1-undecene 1114 708 820 814

24 Tetramethyl-pyrazine 1503 nd nd nd

25 2-Butyl-1-octanol 1861 1146 1337 1807

26 (Z)-3-Tetradecene 1026 610 635 662

27 Linalool 1098 540 565 651

28 2,2,6,6-Tetramethyl-3,5-heptanedione 1428 923 1488 965

29 2-Dodecenal 1461 1064 1019 965

30 4-(1-methylethyl)-Benzaldehyde 354 93 107 104

31 5,7-Dimethyl-1,6-Octadiene 253 153 168 146

32
2,6,6-Trimethyl-1,3-cyclohexadiene-1-car

boxaldehyde
981 464 487 532

33 B-cyclocitral 470 250 286 307

34 1,3-Bis(1,1-dimethylethyl)-bezene nd 702 1459 1599

35 2-Hexyl-1-octanol 779 454 457 464

36 Aromadenrene 989 170 398 692

37 3-Methylbutyl-pentadecanoic acid 4420 1551 2495 1977

Total 60846 36973 46717 45483

a
Total ion counts are expressed as the means of triplicate

    자코를 이용해 향기패턴을 분석한 결과 제 1주성분 값은 94.04%, 제 2주성분 값은 

0.99% 다. 따라서 제 1주성분의 값만으로도 향기패턴구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는 조군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자코에 의한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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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다른 패턴을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 처리군과 조군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

사 선량에 의해서도 다른 group이 형성되는 패턴 차이를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Scoville test를 Table 4-106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매운맛 강도는 7 kGy군은 조군

과 3  5 kGy 조사군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지만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106. Scovill index of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Irradiation dose (kGy)

control 3 kGy 5 kGy 7 kGy

Scovill index (×103) 725N.S 700 700 775

 N.S
Not significant at p<0.05.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이화학  능  특성 평가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를 5℃에 숙성시키면서 경시 으로 pH  총산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4-18, 19에 나타내었다.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pH는 낮아지고 산도는 증가

하는 형 인 김치 발효 양상을 나타내어 기존의 보고된 김치의 발효양상과 일치 하 다. 담

 직후 pH는 5.42～5.72이 으며, 숙성 7일에는 pH가 약간 높아졌으나 숙성 14일에 격하게 

감소하 으며 숙성 21일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3.70～3.80 부근을 유지하 다. 숙성 14일에 

조군는 5.00,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4.59, 4.61  4.20으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약간 낮았으며, 숙성 21 일에 조군는 4.08이었고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

군은 각각 4.11, 4.35  4.34이었다. 숙성 28일에 조군은 3.80,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

리군은 각각 4.00, 3.90  3.94로 조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그 이후 70일까지도 방사

선 조사 처리군과 조군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도는 담  직후 조군은 0.17～

0.19%(lactic acid)이었으나, 숙성 21일에 조군은 0.58%,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0.52, 0.41  0.43%로 격히 증가하 으며, 숙성 70일에 조군은 0.86%,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0.85, 0.88  0.93%로 반 으로 조군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숙성 기를 산도가 0.6%로 도달하는 기간으로 보았을 때, 조군는 21일

이었으나,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28일로 방사선조사시 숙성 기를 일주일 연장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숙성 경과에 따른 환원당 

함량을 Fig. 4-20에 나타내었다. 숙성 기간 경과에 따라 환원당 함량은 약간 증가하 다가 감소

하 는데, 숙성 기인 21～28일까지 격히 감소하 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 으며, 

깍두기의 담  직후에 조군의 환원당은 25.32 mg/mL,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

기의 경우,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24.41, 24.41  24.18 mg/mL이었다. 숙성 21일에 

조군은 28.29 mg/mL,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27.09, 26.75  20.99 

mg/mL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조군보다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0.05), 숙성 기 

이후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완만한 감소를 보 는데 숙성 말기에는 방사선 조사군은 조군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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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Changes in reducing sugar amount of Kakdugi  

prepared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5℃.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ASTA 값을 Fig. 4-21에 나타내었다. 담  기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각각 7.261, 8.747  6.997로 조군의 5.740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숙성 42일에 8.473로 최고치를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 3, 5  7 

kGy 처리군은 숙성 28일에 각각 10.277, 11.917  11.699로 최고치를 보인 후 조군과 마찬가

지로 서서히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김치의 색상은 숙성 기간 동안 조군 보다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ASTA 값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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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ation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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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숙성 경과에 따른 젖산균  유산균 수의 변화는 

담  직후에 방사선 조사 고춧가루 첨가 김치의 젖산균  효모수가 조군보다 더 낮게 나타

났으며 깍두기의 숙성 기간  젖산균수와 효모수의 변화 양상은 체 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숙성 14일에 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숙성함에 따라서 완만히 증가하 고 숙

성 42일 이후에는 감소하 다. 고춧가루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고춧가루에 있는 미생물이 

감소되어 담  기에 여하는 미생물수가 어들었으나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조구와 비

슷하게 증가하 는데 이는 고춧가루 외에 깍두기의 주재료인 무와 부재료인 , 마늘, 생강 등

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 젖산균  효모수의 변화가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

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조직감 특성을 Texture analyser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한 결과 깍두기의 무의 경도(hardness)는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모두 숙성이 진행되면서 차 으로 감소되는 상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숙성 28일 이후 감소

하는 상이 뚜렷하 다. 쇄성(fracturability)  씹힘성(chewiness)은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모두 숙성 기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 으며 조군와 방사선 조사 처리군간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를 제조하여 5℃에서 숙성 시키면서 

경시 으로 능검사한 결과를 담  기, 숙성 21일을 Fig. 4-22에 나타내었다. 숙성 21일에 

깍두기의 붉은 물이 드는 정도는 조군 4.9, 방사선 조사 처리군 3, 5, 7 kGy는 4.3, 5.6, 5.1로 

조군 보다 높은 수를 받았지만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체 인 외형, 신내, 

군덕내, 체 인 냄새, 고추의 매운맛, 단맛, 신맛, 감칠맛, 체 인 맛, 깍두기의 경도, 아삭

아삭한 정도, 질긴 정도, 체 인 질감, 반 인 수용도에서도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상큼한 신맛은 조군 4.3, 방사선 조사처리군 3, 5, 

7 kGy는 3.6, 2.6, 3.8로 조군과 3, 7 kGy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 kGy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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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고춧가루 첨가 깍두기의 매운 정도를 알아보기 해 깍두기를 동결 건조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HPLC로 분석한 결과 Table 4-107과 같다. 깍두기의 capsaicin 함량은 담

 직후 조군 2.66 mg%, 방사선 조사 3 kGy, 5 kGy  7 kGy는 3.18 m％, 3.45 mg%  

5.15 mg%로 7 kGy가 조군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며 숙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도 capsaici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숙성기간이 경

과됨에 따라 조군과 방사선 조사 처리군 모두 capsaicin 함량은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p<0.05). 

Table 4-107. Changes in capsanoid content of Kakdugi prepared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5℃

Irradiation
dose (kGy)

Fermentation time 
(week)

Capsaicin
(mg/100g)

Dihydrocapsaicin
(mg/100g)

 Total capsanoids
(mg/100g)

0

0 a1)2.66A a1.40A2) a4.06A

3 b0.32A b0.07A b0.39A

6 b0.15A b0.01A b0.16A

3 

0 a0.18A a1.58A a4.76A

3 b0.40A b0.07A b0.47A

6 b0.19A b0.06A b0.25A

5 

0 a3.45A a2.20A a5.56A

3 b0.42A b0.10A b0.52A

6 b0.19A b0.05A b0.24A

7 

0 a5.15A a2.43A a7.58A

3 b0.22A b0.09A b0.31A

6 b0.14A b0.04A b0.18A
1)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among the same fermented sample) followed by the same 

sup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among the same treated sample) followed by the same 

sup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로 담근 깍두기의 capsanthin을 분석한 결과 Table 4-108과 같다. 담

 직후 조군 72.31 mg/1000g, 방사선 처리군 3 kGy, 5 kGy  7 kGy는 124.40 mg/1000g, 

110.48 mg/1000g  115.25 mg/1000g으로 방사선 조사 처리군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반면 3주, 6주에는 방사선 조사 처리군에서 capsanthin 함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된 건조향신료 분말의 이화학  특성평가

   감마선 조사한 건조향신료 분말의 색도 결과를 Table 4-109에 나타내었다. 건 소분말과 양

분말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밝기가 감소하 으며, 마늘분말과 표고버섯분말은 색도가 감소

한 반면, 양 분말과 흰후추 분말에서는 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색도가 증가하 다. 황색도

는 조사선량에 따라 마늘분말과 흰후추 분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한 

건조 향신료 분말의 항산화력을 Table 4-110, 111, 112에 나타내었다. phenol함량은 6가지의 건

조향신료 분말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DPPH 라디칼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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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흑후추를 제외한 건조향신료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TBA는 흰후

추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able 4-108. Changes in capsanthin content of Kakdugi prepared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5℃

Treatment Fermentation time(week) Capsanthin(mg/1000g)

Control

0 a1)72.31B

3 a86.76A

6 a108.75A

3 kGy

0 a124.40A

3 a191.82A

6 a134.40A

5 kGy

0 a110.48A

3 a138.07A

6 a151.97A

7 kGy

0 a115.25A

3 a133.44A

6 a97.10A
1)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among the same fermented sample) followed by the same 

sup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Any two means in the same column(among the same treated sample) followed by the same 

sup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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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9.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dried spice powder

Sample Dose(kGy) L a b  ΔE

Welsh onion

0 57.04a -9.95b 18.46a 38.02bc 

3 56.50b -9.52a 17.97c 38.18b 

5 56.95a -9.53a 17.97c 37.79c 

7 56.24b -9.93b 18.22b 38.62a 

Garlic

0 95.36a 0.15a 13.29d 11.06d 

3 95.51a -0.03b 14.32c 12.06c 

5 95.51a 0.18a 14.70b 12.46b 

7 95.51a -1.79c 15.20a 12.99a 

Onion

0 88.04a 1.12c 19.69ab 16.54a 

3 87.31b 1.24b 19.80a 16.78a 

5 87.12c 1.25b 19.54b 16.56a 

7 87.26b 1.40a 19.11c 16.10b 

Pyogo mushroom

0 74.97b 2.69a 14.95ab 19.46a 

3 78.10a 2.59a 14.55c 17.35b 

5 75.11b 2.66a 14.89b 19.30a 

7 74.89b 2.42b 15.03a 19.53a 

Black pepper

0 47.34a 1.97a 14.52a 44.55a 

3 46.50a 1.83b 14.36a 45.30a 

5 47.07a 1.91ab 14.42a 44.79a 

7 47.44a 1.94a 14.61a 44.48a 

White pepper

0 68.91b 2.23b 16.81b 25.56a 

3 69.91a 2.06c 17.29a 24.97b 

5 69.29b 2.31ab 17.27a 25.50a 

7 69.00b 2.43a 17.25a 25.73a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110. DPPH IC50 of gamma-irradiated dried spice powder

Dose(kGy)
Welsh 

onion
Garlic Onion Pyogo mushroom Black pepper White pepper

0 17.6d 21.7b 24.4b 23.5c 5.0a 5.4c

3 21.3c 22.7b 24.5b 23.9bc 5.0a 5.7b

5 22.5b 24.1b 25.6ab 24.9b 5.0a 6.6a

7 24.5a 32.8a 26.6a 26.6a 5.1a 6.7a

a-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Table 4-111. Phenol contents of gamma-irradiated dried spice powder

Dose(kGy) Welsh onion Garlic Onion
Pyogo 

mushroom
Black pepper White pepper

0 2.0a 0.7a 2.0a 1.2a 5.1a 4.0a

3 2.1a 0.7a 1.8a 1.2a 4.9a 4.5a

5 2.1a 0.7a 2.0a 1.1a 5.0a 3.7a

7 2.0a 0.7a 1.8a 1.2a 5.1a 4.1a

a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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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2. TBARS of gamma-irradiated dried spice powder

Dose(kGy) Welsh onion Garlic Onion
Pyogo 

mushroom
Black pepper White pepper

0 55.7a 58.3a 36.2a 39.3a 89.4a 90.0a

3 52.8a 55.9a 35.7a 37.1a 88.7a 89.8a

5 50.4a 51.4a 34.3a 37.2a 88.7a 87.3a

7 50.8a 52.1a 32.3a 37.5a 88.9a 87.2a

a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방사선 조사선량과 건조향신료 분말 품질특성의 상 계

(pearson 상 계수)

Color

L-value a-value b-value ΔE

Welsh onion -0.554* 0.110 -0.448 0.429 

Garlic 0.425 -0.718** 0.968** 0.978** 

Onion -0.832** 0.816** -0.707** -0.547* 

Pyogo mushroom -0.158 -0.644** 0.234 0.169 

Black pepper 0.093 -0.094 0.151 -0.088 

White pepper 0.003 0.547* 0.731** 0.247 

Total phenol
항산화능

DPPH(10 mg/mL) TBA

Welsh onion -0.059 0.975** -0.347 

Garlic -0.230 0.703* -0.518 

Onion -0.210 0.712** -0.214 

Pyogo mushroom -0.098 0.864** -0.101 

Black pepper 0.048 0.296 -0.165 

White pepper -0.037 0.933** -0.579* 
*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4) 방사선 조사된 특수복합식 재료의 조리과학 ․ 능  특성

  최근 5년간 단체 식소의 식 독 원인식품을 보면 복합식품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복합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체 식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복합식품인 김치볶음밥, 마 두부, 짜장밥, 카 볶음밥, 잡채밥, 비빔밥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용하여 미생물학  안 성을 평가하고 이화학  특성  능  특성을 

평가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선 조사된 김치볶음밥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방사선 조사된 김치볶음밥의 총균수를 Table 4-113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는 장 0일째에 

2.5 log CFU/g수 이었으나 증가되어 장 20일째에 5.3 log CFU/g 수 으로 나타난 반면, 2, 

3 kGy에서는 장 20일째에도 총균수 검출한계 이하수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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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3.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Kimchibokum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2.5 5.1 5.3 

2 N.D N.D N.D

3 N.D N.D N.D

N.D : not detected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김치볶음밥의 pH를 Table 4-114에 나타내었다.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조사

선량에 따른 pH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밥-55×12m/m petri dish에 시료 10 g을 담아 측

정)방사선 조사된 김치볶음밥의 조직감을 Table 4-115에 나타내었다. 장 0일째에 조사선량에 

따라 탄력성이 증가하나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감마선 조사된 김치

볶음밥의 색도를 Table 4-116에 나타내었다. 장 0일째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으나, 장기간

이 경과 할수록 조사선량에 따라서 색도와 황색도가 감소된다.

 

Table 4-114. pH of gamma-irradiated Kimchibokum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5.27bx 5.22by 5.09az 

2 5.31ax 5.12cz 5.22ay 

3 5.17cz 5.35ax 5.27ay 

a-c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Table 4-115. Texture profiles of gamma-irradiated Kimchibokum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Sringiness

0 0.540bx 0.544ax 0.542ax 

2 0.679ax 0.587ax 0.557ax 

3 0.672ax 0.631ax 0.519ax 

Cohesiveness

0 0.274ax 0.290ax 0.304ax 

2 0.298ax 0.363ax 0.334ax 

3 0.338ax 0.322ax 0.282ax 

Hardness(g)

0 129.7ay 158.3ay 231.1ax 

2 126.1ax 142.8ax 173.6ax 

3 129.2ay 167.5axy 186.8ax 

Chewiness

0 19.92ax 25.71ax 40.74ax 

2 25.17ax 29.97ax 35.05ax 

3 29.94ax 35.75ax 31.44ax

a-b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y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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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6.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Kimchibokum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L-value

0 64.45ay 65.58bx 64.60ay 

2 61.66bz 67.38ax 63.57by 

3 64.46ay 67.38ax 64.49ay 

a-value

0 14.45bxy 13.86ay 15.03ax

2 16.63ax 13.53bz 14.21by 

3 13.43cx 13.31bx 13.38cx 

b-value

0 23.74bz 26.16ay 26.88ax

2 25.44ax 25.57ax 25.43ax

3 22.77cy 25.18ax 24.97ax

a-c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능  특성

   감마선 조사된 김치볶음밥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17에 나타내었다. 외 , 색, 맛에는 

조사선량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냄새, 조직감, 반 인 기호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

로 감소하 다. 

Table 4-117. Sensory profile of gamma-irradiated Kimchibokumbab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3.8a 3.5a 4.4a 3.6a 4.1a 4.1a 

2 3.5a 3.5a 3.1b 3.4a 3.5ab 3.4ab 

3 3.8a 4.0a 3.3b 3.2a 2.9b 3.2b 

a-b
 :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나) 방사선 조사된 마 두부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마 두부의 총균수를 Table 4-118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장 기 총균

수는 1.7 log CFU/g수 인 반면 2 kGy이상의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4℃에 장시 

장기간이 경과되면서 비조사구는 총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구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마 두부의 조직감을 Table 4-119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장 기에 조사선

량에 의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감마

선 조사된 마 두부의 색도를 Table 4-120에 나타내었다. 장 기간 동안 밝기는 조사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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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며, 황색도는 감소하다가 장 20일째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감마

선 조사된 마 두부의 도를 Table 4-121에 나타내었다. 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장기간 내

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Table 4-118.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Mapadubu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1.7 2.0 3.1

2 N.D N.D N.D

3 N.D N.D N.D

N.D : not detected

Table 4-119. Texture profiles of gamma-irradiated Mapadubu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 (day)

0 10 20

Springiness

0 0.943ax 0.927ax 0.921ax 

2 0.982ax 0.844by 0.911axy

3 0.972ax 0.900aby 0.929ay

Cohesiveness

0 0.455ay 0.493ay 0.563ax

2 0.485ay 0.470ay 0.554ax 

3 0.459ay 0.475axy 0.548ax

Adhesiveness

0 -15.053ax -11.466ax -14.199ax

2 -11.753ay -2.386ax -7.364axy 

3 -23.401ay -4.815ax -10.320ax

Hardness

(g)

0 89.8ax 101.6ax 111.3ax

2 68.8aby 75.4ay 104.6ax

3 66.4by 94.6ax 104.4ax 

Chewiness

0 39.28ax 47.65ax 57.84ax 

2 32.73ay 30.69ay 53.00ax

3 29.57az 40.42ay 53.07ax 
a-b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Table 4-120. Hunter color value of gamma-irradiated Mapadubu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 (day)

0 10 20

L-value

0 71.93bz 72.48cy 74.08cx 

2 72.07bz 76.28ax 74.35by 

3 73.50ay 75.30bx 75.35ax 

a-value

0  8.24ax 6.70ay 6.02az 

2 7.46bx 4.66bz 6.11ay

3 6.48cx 4.26cz 5.89ay 

b-value

0 26.33ax 26.08ax 21.84cy 

2 23.20cy 23.70bx 22.84az 

3 23.47by 23.71bx 22.40bz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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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1. Viscosity (cP) of gamma-irradiated Mapadubu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 (day)

0 10 20

0 96.7ax 63.3ay 45.0az 

2 40.0bx 26.7bxy 23.3by 

3 23.3bx 18.3bx 18.3bx 
a-b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능  특성

   감마선 조사된 마 두부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22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따라 외

, 색, 냄새, 맛, 반 인 기호도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조직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Table 4-122.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Mapadubu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3.6a 3.1a 4.3a 4.3a 4.3a 3.7a 

2 3.3a 3.7a 3.6a 4.0a 3.1b 3.9a 

3 3.7a 3.9a 3.6a 3.9a 3.4ab 3.7a 

a-b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다) 방사선 조사된 짜장밥의 특성 평가

   감마선 조사된 짜장밥의 총균수를 Table 4-123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기 총균수는 2.7 

Log CFU/g수 이었으나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꾸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장 20일째에 

5.2 Log CFU/g수 으로 나타났다. 짜장밥을 2 kGy이상의 선량으로 조사시 장기간동안 총균

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량 조사시에도 짜장밥이 미생물학 으로 안 하다고 사료

된다.  감마선 조사된 짜장밥의 조직감을 Table 4-124에 나타내었다. 장 기간 내내 조사선량

에 따라 경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 고, 장 기에는 부착성과 응집성이 증가되나 장 20일

째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4-123.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Jajang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2.7 2.8 5.2

2 N.D N.D N.D 

3 N.D N.D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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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4. Texture profile of gamma-irradiated Jajangbab(potato)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Springiness

0 0.889ax 0.540ay 0.646ay 

2 0.845ax 0.632ay 0.699axy

3 0.770ax 0.691ax 0.702ax 

Cohesiveness

0 0.236ax 0.179ay 0.270ax 

2 0.211ax 0.215ax 0.265ax 

3 0.219ax 0.273ax 0.287ax

Adhesiveness

0 -14.981by -3.995ax -2.444ax

2 -9.354abx -2.221ax -1.695ax

3 -6.680ay -4.994axy -1.513ax

Hardness

(g)

0 139.5ax 118.9ay 110.0ay

2 107.7bx 115.6ax 95.5ax

3 84.3bx 91.8bx 74.4bx 

Chewiness

0 29.21ax 11.67ay 20.57axy

2 20.54abx 15.80ax 17.99ax 

3 14.05bx 17.19ax 15.21ax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Color

   감마선 조사된 짜장밥의 색도를 Table 4-125에 나타내었다. 장 기에 색도가 조사선량

에 따라서 감소하 으나 장 10일 이후부터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4-125. Hunter color value of gamma-irradiated Jajang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L-value

0 21.40bz 29.03cx 28.68by

2 22.66az 29.95by 30.40ax

3 21.20cz 30.46ax 28.38cy 

a-value

0 9.50ax 7.30ay 6.85cz 

2 9.43ax 7.25az 7.61ay

3 9.13bx 7.28ay 7.29by 

b-value

0 14.98bx 12.96by 11.37cz 

2 15.86ax 13.60ay 12.46az 

3 14.84cx 13.60ay 11.47bz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Viscosity

   감마선 조사된 짜장밥의 도를 Table 4-126에 나타내었다.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조사선

량에 따른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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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6. Viscosity (cP) of gamma-irradiated Jajang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0 1750.0x 1258.3ay 

2 450.0y 1083.3bx 

3 250.0y 666.7cx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y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능  특성

   감마선 조사된 짜장밥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27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따라 외 , 

색, 맛, 반 인 기호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조사선량에 의해 도가 감소되는 것과 상

계가 있는 조직감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able 4-127.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Jajangbab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4.4a 4.7a 4.1a 4.6a 4.4a 4.3a 

2 3.4a 3.9a 4.0a 3.7ab 3.3b 3.1a 

3 4.0a 3.7a 3.7a 3.6b 4.0ab 3.7a 

a-b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라) 방사선 조사된 카 볶음밥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방사선 조사된 카 볶음밥을 25℃에 장시 총균수의 변화를 Table 4-128에 나타내었다. 비

조사구의 장 기 총균수는 3.8 log CFU/g수 이었으나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장 7일째에 7.0 log CFU/g수 으로 나타났다. 3 kGy로 조사시 장 기에는 총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장 3일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 9일째에 10.6 log CFU/g의 

수 으로 나타났고, 7 kGy로 조사시 장 7일째부터 자라기 시작하여 장 14일째에는 7.2 log 

CFU/g, 10 kGy로 조사시 장 9일째부터 총균이 검출되어 장 14일째에 가장 낮은 6.0 log 

CFU/g의 수 을 유지되었다. 비조사구의 경우 장 9일째에 부패되었고, 3 kGy로 조사시 

장 14일째에 부패되어 카 볶음밥의 경우 7 kGy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할 때 장성이 증진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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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8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Curry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30℃ (day)

0 3 7 9 14

0 3.8 7.7 7.0 N.T N.T

3 N.D 6.8 7.6 10.6 N.T

7 N.D N.D 7.0 8.8 7.2 

10 N.D N.D N.D 6.0 6.0 

N.D : not detected  N.T : not tested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카 볶음밥의 조직감을 Table 4-129에 나타내었다. 장 기에는 조사선량

에 따라 탄력성, 씹힘성,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장 14일째에는 유의 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Table 4-129. Texture profiles of gamma-irradiated of Curry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30℃(day)

0 7 9 14

Springiness

0 0.651cx 0.512bx N.T N.T

3 0.791bx 0.704ax 0.700ax N.T

7 0.885ax 0.620aby 0.639ay 0.754axy

10 0.851abx 0.665ay 0.713ay 0.762axy 

Cohesiveness

0 0.439ax 0.428ax N.T N.T

3 0.454ax 0.428ax 0.432ax N.T

7 0.456ax 0.409ax 0.391ax 0.444ax

10 0.491ax 0.425ay 0.398ay 0.422ay 

Hardness

(g)

0 254.2ax 168.6ay N.T N.T

3 218.1ax 141.2ay 129.8by N.T

7 278.7ax 153.7ay 170.9ay 157.4ay 

10 284.7ax 177.4ay 185.1ay 142.3ay

Chewiness

0 73.22bx 36.40ay N.T N.T

3 79.55abx 42.30ay 38.83ay N.T

7 112.17abx 39.52ay 42.83ay 53.40ay 

10 119.18ax 49.82ay 52.68ay 46.43ay

N.T : Not tested
a-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감마선 조사된 카 볶음밥의 색도를 Table 4-130에 나타내었다. 색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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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내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밝기는 장 9일째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장 14일째에는 유의 으로 증가한다. 감마선 조사된 카 볶음밥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31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따라 외 , 색, 냄새, 맛, 조직감, 반 인 기호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4-129. Hunter color values of gamma-irradiated of Curry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30℃(day)

0 7 9 14

L-value

0 71.02ay 73.93ax N.T N.T

3 68.92bz 72.25cy 74.33ax N.T

7 68.89bz 71.41dy 73.78bx 74.24bw 

10 71.14az 72.62by 73.84bx 74.30aw

a-value

0 -2.69ay 0.30ax N.T N.T

3 -3.74bz -0.49by 0.54bx N.T

7 -4.35cz -0.50by 0.13cx 0.74aw 

10 -4.75dz -0.79cy 1.31aw 0.28bx

b-value

0 26.65ax 22.74ay N.T N.T

3 25.08cx 22.11cy 19.93bz N.T

7 26.06bx 22.31by 20.05bz 22.18ay 

10 24.78dx 21.65cy 21.62ay 21.85ay 

N.T : Not tested
a-c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w-z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Table 4-131.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of Currybab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3.6a 4.0a 4.6a 3.9a 3.6a 3.6a

2 4.4a 4.6a 4.1a 3.9a 4.0a 4.1a 

3 3.4a 3.7a 3.7a 3.9a 3.7a 3.6a 
a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마) 방사선 조사된 잡채밥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잡채밥의 총균수를 Table 4-132에 나타내었다. 장 기에는 조사구와 비조

사구에서 총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비조사구의 총균수가 증가되어 

장 20일째에 5.5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고, 조사구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잡채밥의 조직감을 Table 4-133, 134에 나타내었다. 당면은 조사선량에 따라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응집성은 증가하 고, 경도와 씹힘성은 장 10일째까지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장 20일째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어묵은 장기간이 경과될수록 

조사선량에 따라 경도와 씹힘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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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2.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Japchae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N.D 3.6 5.5 

2 N.D N.D N.D

3 N.D N.D N.D

N.D : not detected

Table 4-133. Texture profiles of starch vermicelli in gamma-irradiated of Japchae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Springiness

0 1.034ax 0.894ay 0.923abxy 

2 1.005ax 0.779ay 0.977ax

3 1.108ax 0.847ay 0.889by 

Cohesiveness

0 0.814ax 0.800ax 0.788bx 

2 0.798ax 0.831ax 0.826abx 

3 0.782ay 0.720bz 0.831ax 

Hardness

(g)

0 6937.8ax 5880.2ay 5076.8ay 

2 6542.1ax 4608.6cz 5382.0ay 

3 6094.8ax 5283.0by 5421.8axy 

Chewiness

0 5813.81ax 4198.92ay 3710.13ay 

2 5236.08ax 2998.17bz 4354.76ay 

3 5257.82ax 3227.43bz 3999.26ay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Table 4-134. Texture profiles of broiled fish paste in gamma-irradiated of Japchae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Springiness

0 0.664ax 0.707ax  0.672ax 

2 0.606ay 0.713ax  0.634ay

3 0.624ax 0.672ax 0.627ax 

Cohesiveness

0 0.584ax 0.569ax  0.609ax 

2 0.640ax 0.623ax  0.580ax 

3 0.590ax 0.642ax 0.566ax 

Hardness

(g)

0 2726.2ax  3063.0ax  2230.5ay 

2 2470.3ax 2932.1ax  1946.1by

3 2224.8ax 2190.3bx 1526.0cx 

Chewiness

0 1066.85axy 1237.66ax 910.41ay

2 956.51ay 1290.58ax  711.40bz

3 825.30ax 974.63ax 545.00cx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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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된 잡채밥의 색도를 Table 4-135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따른 색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감마선 조사된 잡채밥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36에 나타내었다.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냄새가 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4-135. Hunter color value of gamma-irradiated of Japchae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L-value

0 42.42cz 46.65ax 43.77cy 

2 43.64az 45.90bx 45.58ay

3 43.41bx 45.44cy 45.39by 

a-value

0 0.34cz 1.65ay 1.94ax

2 0.66bz 1.02by 1.75bx

3 1.45ax 0.90bz 1.23cy

b-value

0 11.26bz 14.84ax 13.10by 

2 11.05cz 13.78by 13.91ax

3 12.40ay 13.28cx 12.25cz

a-c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x-z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torage period(p<0.05).

Table 4-136.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of Japchae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4.1a 3.8a 4.5a 3.6a 3.3a 3.7ab

2 3.6a 3.1a 3.2b 3.6a 3.4a 3.3b

3 3.6a 3.0a 3.4b 4.1a 3.9a 4.3a

a-b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p<0.05).

   (바) 방사선 조사된 제육덮밥의 특성 평가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제육덮밥의 총균수를 Table 4-137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는 기 균수가 2.7 

log CFU/g수 이었으나 장 기간이 경과될 수록 증가되어 장 20일째에는 5.4 log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 조사구는 기 총균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장 20일째에는 2.3kGy가 

각각 2.0 log CFU/g, 2.8 log CFU/g수 으로 검출되었다. 

Table 4-137.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of Jaeyukdeob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0 2.7 4.8 5.4 

2 N.D N.D 2.0 

3 N.D N.D 2.8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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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제육덮밥의 조직감을 Table 4-138에 나타내었다. 탄력성은 조사선량에 따라 

장 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장20일째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감마선 조사된 

제육덮밥의 색도를 Table 4-139에 나타내었다. 장 10일째부터 조사선량에 따라 밝기와 황색

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는 반면, 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감마선 조사된 제육덮밥

의 능검사 결과를 Table 4-140에 나타내었다. 외 , 색, 맛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냄새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able 4-138. Texture profiles of gamma-irradiated of Jaeyukdeob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Springiness

0 0.698ax 0.556bx 0.594ax

2 0.810ax 0.637by 0.552ay

3 0.755ax 0.743ax 0.735ax

Cohesiveness

0 0.681ax 0.613ay 0.615ay

2 0.679ax 0.636ax 0.643ax

3 0.638ax 0.653ax 0.661ax

Hardness

(g)

0 4858.1ax 2328.9ay 3894.4axy

2 5242.7ax 2375.5ay 4264.1ax 

3 4072.7ax 1554.4ay 3337.5ax

Chewiness

0 2323.01ax 774.63ay 1341.65ay

2 2893.57ax 953.75ay 1495.96ay 

3 1991.23ax 746.88ay 1715.21axy 

Table 4-139. Hunter color value of gamma-irradiated of Jaeyukdeobbab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at 4℃(day)

0 10 20

L-value

0 38.87cz 48.42ax 46.12ay 

2 45.92ax 40.42ax 44.67ax 

3 41.96by 40.02ay 45.15ax

a-value

0 15.83bx 13.74az 15.11by

2 16.18ax 15.73ax 15.29by 

3 15.67by 15.79ay 16.10ax

b-value

0 21.01bz 22.86ax 22.66ay

2 22.77ax 20.87ay 21.94ax 

3 20.74cz 21.08ay 22.21ax

Table 4-140. Sensory preference of gamma-irradiated of Jaeyukdeobbab

Irradiation

(kG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0 3.7b 3.8b 4.5a 3.1b 3.4a 3.2a

2 3.1b 3.0c 2.9b 3.5ab 3.4a 2.8a

3 4.7a 4.8a 3.3b 4.0a 4.3a 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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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방사선 조사선량과 복합식품의 품질특성의 상 계

storage

day

Hunter color Texture profile

pH L-value a-value b-value Viscosity
Spring

iness

cohesi

veness

Hard

ness

Chewi

ness

Adhesi

veness

Kimchibokum

-bab

0 -0.553 -0.184 -0.125 -0.176 N.T 0.681* 0.568 -0.016 0.490 N.T

10 0.384 0.933** -0.931** -0.989** N.T 0.385 0.268 0.054 0.330 N.T

20 0.992** -0.264 -0.880** -0.969** N.T -0.058 -0.046 -0.483 -0.200 N.T

Mapadubu

0 0.102 0.784** -0.941** -0.915** -0.960** 0.408 0.124 -0.536* -0.411 -0.245 

10 -0.998** 0.832** -0.975** -0.934** -0.941** -0.423 -0.254 -0.190 -0.260 0.540 

20 0.946** 0.857** -0.259 0.702* -0.920** 0.038 -0.131 -0.384 -0.266 0.266 

Japchae

0 0.604 0.863** 0.901** 0.652 N.T 0.365 -0.421 -0.554 -0.635 N.T

10 -0.960** -0.998** -0.961** -0.999** N.T -0.305 -0.440 -0.556* -0.675** N.T

20 0.963** 0.914** -0.853** -0.249 N.T -0.154 0.570* 0.266 0.252 N.T

Jaeyukdeobbab

0 -0.881* 0.599 -0.109 0.065 N.T 0.338 -0.304 -0.192 -0.086 N.T

10 0.921** -0.958** 0.949** -0.907** N.T 0.732** 0.466 -0.422 0.026 N.T

20 0.922** -0.754** 0.829** -0.722** N.T 0.361 0.401 -0.165 0.232 N.T

Jajangbab

0 -0.098 0.060 -0.777** 0.062 -0.978** -0.377 -0.195 -0.821** -0.695** 0.660** 

10 0.779* 0.583 -0.402 0.082 -0.874** 0.365 0.596* -0.650** 0.239 0.263 

20 0.780* 0.381 -0.090 -0.248 -0.389 0.081 0.209 -0.764** -0.347 0.388 

Currybab

0 -0.909** 0.032 -0.964** -0.631** N.T 0.818** 0.434 0.442 0.747** N.T

3 0.933** N.T N.T

7 0.982** -0.593** -0.839** -0.806** N.T 0.332 -0.058 0.145 0.357 N.T

9 0.834* -0.822** 0.560* 0.845** N.T 0.032 -0.325 0.817** 0.569 N.T

14 -0.437 0.726* -0.848** -0.600 N.T 0.079 -0.211 -0.361 -0.262 N.T

Sensory property

Appearance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Kimchibokumbab -0.027 0.166 -0.423* -0.148 -0.485** -0.401* 

Mapadubu 0.021 0.304 -0.316 -0.170 -0.453* 0.013 

Japchae -0.244 -0.398* -0.564** 0.158 0.259 0.178 

Jaeyukdeobbab 0.284 0.262 -0.541 0.403* 0.300 0.159 

Jajangbab -0.213 -0.446* -0.174 -0.513* -0.293 -0.296 

Currybab 0.027 -0.052 -0.347 0.000 0.103 0.050 

*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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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도 증진 사업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가) 건강  건강 리

    ① 건강 리에 한 심

    응답자들이 건강 리에 얼마나 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약간 심이 있다” 

는 “매우 심이 많다”가 체 응답자들의 약 65% 정도를 보임으로써 응답자들의 반 이

상이 건강 리에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리에 한 심정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부분 보통 이상

의 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약간” 는 “매우” 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심이 없다 4 1.0 6 1.6 10 1.3

별로 심이 없다 22 5.4 18 4.7 40 5.1

보통이다 122 30.2 100 25.8 222 28.1

약간 심이 있다 132 32.7 137 35.4 269 34.0

매우 심이 많다 124 30.7 126 32.6 250 31.6

계 404 100.0 387 100.0 791 100.0

Table 4-141. 성별에 따른 건강 리에 한 심

(단 : 명, %)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심이 없다 1 1.2 6 2.5 1 0.4 2 0.9 10 1.3

별로 심이 없다 6 7.1 10 4.1 11 4.6 13 5.8 40 5.1

보통이다 32 37.6 74 30.6 64 26.7 52 23.2. 222 28.1

약간 심이 있다 35 41.2 83 34.3 83 34.6 68 30.4 269 34.0

매우 심이 많다 11 12.9 69 28.5 81 33.8 89 39.7 250 36.6

계 85 100.0 242 100.0 240 100.0 224 100.0 791 100.0

Table 4-142. 연령에 따른 건강 리에 한 심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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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건강 리에 한 심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나

이는 각각 20 , 30 , 40 와 50  이상으로 분류하여 응답자를 구분하 다. 연령 별로 건강

리에 한 심은 모든 연령 에 걸쳐서 보통 이상의 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매우 

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에서는 12.9%가 건강에 해 “매우 심이 많다”고 응답하 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비율이 

 높아져 50  이상의 소비자들은 39.7%의 소비자들이 건강에 해 “매우 심이 많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강 리에 한 심이 소비자들의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

펴 본 결과, 모든 학력집단에서 부분 건강에 해 보통 이상의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  심이 없다”로 응답하거나 “별로 심이 없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차 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는 별로 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3%로 나타났으나 학력이 높아질

수록  어들어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서는 4.5%로 낮아지고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한 심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응답자의 건

강 리에 한 심을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건강 리에 해 보통 이상의 심을 보

인 응답자들은 소득수 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응답자들의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건강

리에 “매우 심이 많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차 많아졌으며, “  요하지 않다”거나 “별

로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심이 없다 1 2.9 4 1.4 3 0.8 2 3.0 10 1.3

별로 심이 없다 4 11.4 16 5.4 19 4.8 1 1.5 40 5.1

보통이다 11 31.4 91 31.0 105 26.5 15 22.7 222 28.1

약간 심이 있다 11 34.4 83 28.2 153 38.6 22 33.3 269 34.0

매우 심이 많다 8 22.9 100 34.0 116 29.3 26 39.4 250 31.6

계 35 100.0 294 100.0 396 100.0 66 100.0 791 100.0

Table 4-143. 학력에 따른 건강 리에 한 심

(단 : 명, %)



- 632 -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요하지 않다 3 4.4 4 1.1 1 0.4 2 1.9 10 1.3

별로 요하지 않다 4 5.9 21 5.5 10 4.2 5 4.9 40 5.1

보통이다 16 23.5 116 30.5 62 25.8 28 27.2 222 28.1

약간 요하다 27 39.7 117 30.8 95 39.6 30 29.1 269 34.0

매우 요하다 18 26.5 122 32.1 72 30.0 38 36.9 250 31.6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91 100.0

Table 4-144. 소득수 에 따른 건강 리에 한 심

(단 : 명, %)

    ② 건강 리 요소의 요성 인식정도

    건강 리 요소들의 요성 인식정도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은 반 으로 제시된 건강

리 요소들에 해서 어느 정도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에서 ‘식습

’(M=4.50), ‘휴식  수면’(M=4.41), ‘규칙 인 생활’(M=4.37)을 다른 요소들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식품의 섭취는 별로 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습

     건강 리에 있어 ‘식습 ’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5

 척도 상에 약 4.50 을 보임으로써 식습 을 매우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습 에 한 요성은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 이 높을수록 건강 리에 있어서 식습 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력에 있어서는 학원 재학  졸업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이 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보다 건강 리에 있어서 식습 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 에 있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들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보다 식습 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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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리 요소 평균 표 편차

식습 4.50 0.77

휴식  수면 4.41 0.76

규칙 인 생활 4.37 0.80

스트 스 해소 4.30 0.90

운동 4.27 0.94

정기 인 건강검진 3.81 1.03

건장(보조)식품의 섭취 2.85 1.09

건강에 해로운 식품(술, 담배 등)의 자제 4.13 1.03

평소의 마음가짐 4.05 0.96

타고난 체질 3.73 0.97

Table 4-145. 건강 리 요소의 요성 인식정도

 

  *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측정되었음.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51

0.402 0.669남성 387 4.48

계 791 4.50

나이

20 85 4.51

0.047 0.986

30 242 4.50

40 240 4.47

50 224 4.50

계 791 4.50

학력

졸이하 35 4.23a

4.847 0.001**

고졸 294 4.41a,b

졸  재학 396 4.55a,b

학원졸  재학 66 4.71b

계 791 4.50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49a

4.500 0.004**

100만원~300만원 380 4.40a

300만원~500만원 240 4.59b

500만원 이상 103 4.63b

계 791 4.50

Table 4-146.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식습 에 한 요성 인식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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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식  수면

     건강 리에 있어 ‘휴식  수면’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체 응답자들은 약 4.41  정도를 보임으로써 휴식과 수면이 건강 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요

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 본 결과, 학

력에 따라서 휴식과 수면이 건강 리에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 으로, 졸이하의 응답자들은 그 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휴식과 수면을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휴식  수면

이 건강 리에 있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46

2.461 0.086남성 387 4.36

계 791 4.41

나이

20 85 4.45

0.168 0.918

30 242 4.41

40 240 4.42

50 224 4.38

계 791 4.41

학력

졸이하 35 4.00a

3.370 0.010*

고졸 294 4.39b

졸  재학 396 4.43b

학원졸  재학 66 4.58b

계 791 4.4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47

1.689 0.168

100만원~300만원 380 4.35

300만원~500만원 240 4.44

500만원 이상 103 4.52

계 791 4.41

Table 4-147. 성별, 연령, 학력, 소득별 휴식  수면에 한 요성 인식정도

*
 p < 0.05 ; 

a, b
 집단구분

     ㉰ 규칙 인 생활

     건강 리에 있어 규칙 인 생활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

답자들은 약 4.37  정도를 보임으로써 건강 리에 있어서 규칙 인 생활이 어느 정도 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지

를 살펴 본 결과 각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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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 스 해소 

     건강 리에 있어 ‘스트 스 해소’를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5  

척도상에 약 4.30 을 보임으로써 건강 리에 있어 스트 스 해소가 어느 정도 요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본 결과,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500만원이상

의 소득수 을 가진 응답자들은 100~300만원의 소득수 을 가진 응답자들 보다 더 스트 스 

해소가 건강 리에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38

1.292 0.275남성 387 4.36

계 791 4.37

나이

20 85 4.28

0.422 0.737

30 242 4.41

40 240 4.38

50 224 4.34

계 791 4.37

학력

졸이하 35 4.14

0.846 0.496

고졸 294 4.36

졸  재학 396 4.40

학원졸  재학 66 4.33

계 791 4.3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28

1.109 0.345

100만원~300만원 380 4.35

300만원~500만원 240 4.38

500만원 이상 103 4.48

계 791 4.37

Table 4-148.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규칙 인 생활에 한 요성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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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37

2.591 0.076남성 387 4.22

계 791 4.30

나이

20 85 4.24

0.607 0.610

30 242 4.36

40 240 4.30

50 224 4.25

계 791 4.30

학력

졸이하 35 4.11

2.296 0.058

고졸 294 4.20

졸  재학 396 4.38

학원졸  재학 66 4.35

계 791 4.30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32a,b

4.968 0.002**

100만원~300만원 380 4.18a

300만원~500만원 240 4.37a,b

500만원 이상 103 4.54b

계 791 4.30

Table 4-149.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스트 스 해소에 한 요성 인식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운동

     건강 리에 있어 ‘운동’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체응답자들은 4.27 을 보임으로써 건강 리에 있어 운동을 어느 정도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에 따라 건강 리

에 있어서 운동을 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 재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건강 리에 있어

서 운동을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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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24

0.618 0.539남성 387 4.30

계 791 4.27

연령

20 85 4.24

1.286 0.278

30 242 4.36

40 240 4.24

50 224 4.20

계 791 4.27

학력

졸이하 35 4.09a

2.505 0.041*

고졸 294 4.16a

졸  재학 396 4.34b

학원졸  재학 66 4.39b

계 791 4.2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26

1.295 0.275

100만원~300만원 380 4.21

300만원~500만원 240 4.31

500만원 이상 103 4.39

계 791 4.27

Table 4-150.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운동의 요성에 한 인식정도 

 * p < 0.05 ; 
a, b

 : 집단구분 

     ㉳ 정기 인 건강검진

     건강 리에 있어 ‘정기 인 건강검진’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

과, 체응답자들은 3.81 을 보임으로써 건강 리에 있어 정기 인 건강검진을 약간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라 정기 인 건강검진을 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40 와 50  이상의 연령 에 있는 응답자들은 20 의 연령 에 있는 응답자들보다 건강

리에 있어서 정기 인 건강검진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재학  졸

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그 이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정기 인 건강검진

을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38 -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87

1.018 0.362남성 387 3.75

계 791 3.81

연령

20 85 3.46a

6.034 0.001**

30 242 3.70a,b

40 240 3.94b

50 224 3.92b

계 791 3.81

학력

졸이하 35 3.97b

2.637 0.033**

고졸 294 3.88b

졸  재학 396 3.73a

학원졸  재학 66 3.85b

계 791 3.8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99

1.398 0.242

100만원~300만원 380 3.74

300만원~500만원 240 3.80

500만원 이상 103 3.97

계 791 3.81

Table 4-151.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정기 인 건강 검진에 한 요성에 

한 인식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

     건강 리에 있어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를 얼마나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약 2.85 을 보임으로써 건강식품의 섭취가 건강 리에 있어서 별로 요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

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를 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0 가 그 이상의 연령 보다 그리고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건강 리에 요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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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91b

4.375 0.013*남성 387 2.79a

계 791 2.85

연령

20 85 2.49a

3.491 0.015*

30 242 2.86b

40 240 2.93b

50 224 2.89b

계 791 2.85

학력

졸이하 35 2.89b

2.565 0.037*

고졸 294 2.99b

졸  재학 396 2.77a

학원졸  재학 66 2.67a

계 791 2.85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96

1.642 0.178

100만원~300만원 380 2.90

300만원~500만원 240 2.73

500만원 이상 103 2.89

계 791 2.85

Table 4-152. 성별, 연령, 학력, 소득별 건강보조식품 섭취의 요성에 한 인식

정도 

 * p < 0.05 
a, b

  집단구분 

     ㉵ 건강에 해로운 식품(술, 담배 등)의 자제

     건강 리에 있어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은 이에 해 4.13의 수를 보임으로써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자제하는 것이 건강 리에 어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 리에 

있어서 유해식품의 자제를 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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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23b

4.833 0.008**남성 387 4.01a

계 791 4.13

연령

20 85 3.86

2.581 0.052

30 242 4.10

40 240 4.23

50 224 4.15

계 791 4.13

학력

졸이하 35 4.06

0.450 0.773

고졸 294 4.13

졸  재학 396 4.15

학원졸  재학 66 4.03

계 791 4.13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4.07

1.652 0.176

100만원~300만원 380 4.06

300만원~500만원 240 4.17

500만원 이상 103 4.30

계 791 4.13

Table 4-153.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건강 유해식품 자제의 요성에 한 인

식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평소의 마음가짐

     건강 리에 있어 ‘평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체 

응답자들은 평균 4.05의 수를 보임으로 반 으로 평소의 마음가짐이 건강 리에 있어서 어

느 정도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

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20 는 그 이상의 

연령 보다 건강 리에 있어서 평소의 마음가짐을 덜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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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4.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평소 마음가짐의 요성에 한 인식정도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4.10

0.958 0.384남성 387 4.01

계 791 4.05

연령

20 85 3.72a

5.494 0.001**

30 242 4.03b

40 240 4.18b

50 224 4.06b

계 791 4.05

학력

졸이하 35 3.97

0.737 0.567

고졸 294 4.00

졸  재학 396 4.07

학원졸  재학 66 4.23

계 791 4.05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97

2.324 0.074

100만원~300만원 380 3.98

300만원~500만원 240 4.11

500만원 이상 103 4.24

계 791 4.05

 **
 p < 0.01 ; 

a, b
 집단구분

     ㉷ 타고난 체질

     건강 리에 있어 ‘타고난 체질’이 얼마나 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3.73 을 보임으로써 타고난 체질이 건강 리에 있어서 아주 약간 요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 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

과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연령에 있어서는 40

 이상의 집단이 20  보다 그리고 소득수 에 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

단이 100만원~3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 리에 있어서 타고난 체질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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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80

2.672 0.070남성 387 3.65

계 791 3.73

연령

20 85 3.46a

3.817 0.010*

30 242 3.67a,b

40 240 3.83b

50 224 3.78b

계 791 3.73

학력

졸이하 35 3.86

0.515 0.725

고졸 294 3.67

졸  재학 396 3.74

학원졸  재학 66 3.77

계 791 3.73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75a,b

4.063 0.007**

100만원~300만원 380 3.63a

300만원~500만원 240 3.76a,b

500만원 이상 103 4.00b

계 791 3.73

Table 4-155.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타고난 체질의 요성에 한 인식정도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③ 건강 리를 한 실행 정도

    ‘규칙 인 식사,’ ‘다양한 음식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 인 생활,’ ‘규칙 인 운동’ 

등 건강 리를 해 응답자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제시된 건강

리 요소들에 해서 반 으로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약간 많이 는 약간 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M=3.49)를 가장 높은 정도로 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식품을 삼간다’(M=3.41)와 

‘규칙 인 식사’(M=3.31)를 그 다음으로 높은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M=2.43)를 가장 낮은 정도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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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평균 표 편차

규칙 인 식사 3.31 1.15

음식을 골고루 섭취 3.49 1.05

충분한 휴식과 수면 3.28 1.06

규칙 인 생활 3.17 1.07

스트 스 해소를 한 특별한 심 3.01 1.03

운동을 규칙 으로 시행 2.79 1.24

정기 인 건강검진 2.43 1.28

의식 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 2.98 1.13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식품을 삼가함 3.41 1.12

Table 4-156. 건강 리를 한 실행정도

   

   *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측정되었음.

     ㉮ 규칙 인 식사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식사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

은 평균 3.31 을 보임으로써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식사를 약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이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수 , 수득수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라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식사를 실행하는 정도가 각기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실행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령에 의해 구분된 집단에서는 30  이하의 집

단은 40  이상의 집단 보다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식사를 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집단에서는 학 재학  졸업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나머지 학력 집

단에 비해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식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44 -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5

1.370 0.255남성 387 3.38

계 791 3.31

연령

20 85 2.85a

17.614 0.001**

30 242 3.03a

40 240 3.49b

50 224 3.60b

계 791 3.31

학력

졸이하 35 3.46a,b

4.550 0.001**

고졸 294 3.43a,b

졸  재학 396 3.15a

학원졸  재학 66 3.65b

계 791 3.3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43

1.477 0.219

100만원~300만원 380 3.24

300만원~500만원 240 3.41

500만원 이상 103 3.23

계 791 3.31

Table 4-157.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규칙 인 식사를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건강 리를 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3.31을 보임

으로써 이를 보통정도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30  이하의 집단보다는 40  이상의 

집단이 건강 리를 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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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40a

3.069 0.047*남성 387 3.59b

계 791 3.49

연령

20 85 3.14a

12.808 0.001**

30 242 3.25a

40 240 3.68b

50 224 3.69b

계 791 3.49

학력

졸이하 35 3.43

2.268 0.060

고졸 294 3.60

졸  재학 396 3.39

학원졸  재학 66 3.68

계 791 3.49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44

0.680 0.564

100만원~300만원 380 3.45

300만원~500만원 240 3.57

500만원 이상 103 3.51

계 791 3.49

Table 4-158.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고른 음식의 섭취를 실행하는 정도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건강 리를 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

들은 평균 3.28 을 보임으로써 이를 보통정도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

로 확인한 결과, 연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40  이상의 집단은 30  이하의 집단보다 건강 리를 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정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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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32

0.749 0.473남성 387 3.24

계 791 3.28

연령

20 85 2.93a

10.638 0.001**

30 242 3.08a

40 240 3.40b

50 224 3.50b

계 791 3.28

학력

졸이하 35 3.51

1.113 0.349

고졸 294 3.32

졸  재학 396 3.22

학원졸  재학 66 3.35

계 791 3.28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54

1.614 0.185

100만원~300만원 380 3.25

300만원~500만원 240 3.29

500만원 이상 103 3.19

계 791 3.28

Table 4-159.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규칙 인 생활을 한다

     건강 리를 해 규칙 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은 평

균 3.17을 보임으로써, 보통정도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확인한 결과

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 의 연령층은 40

와 50  이상의 연령층보다 그리고 30 는 50  이상의 연령층보다 규칙 인 생활을 실행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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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0

0.374 0.688남성 387 3.13

계 791 3.17

연령

20 85 2.79a

8.086 0.001**

30 242 3.02a,b

40 240 3.25b,c

50 224 3.38c

계 791 3.17

학력

졸이하 35 3.00

1.398 0.233

고졸 294 3.18

졸  재학 396 3.14

학원졸  재학 66 3.36

계 791 3.1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09

0.538 0.656

100만원~300만원 380 3.13

300만원~500만원 240 3.23

500만원 이상 103 3.19

계 791 3.17

Table 4-160.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규칙 인 생활을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c : 집단구분

     ㉲ 스트 스 해소를 해 특별히 신경을 쓴다.

     건강 리를 해 스트 스 해소를 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

들은 3.07을 보임으로써 이를 보통정도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확인

한 결과에서는 연령에 따라 구분된 집단간에 이를 실행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40 와 50  이상의 집단은 20 의 집단보다 스트 스해소를 해 특별히 신경을 쓰

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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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01

0.480 0.619남성 387 3.01

계 791 3.01

연령

20 85 2.73a

5.376 0.001**

30 242 2.88a,b

40 240 3.11b

50 224 3.14b

계 791 3.01

학력

졸이하 35 2.77

1.509 0.198

고졸 294 3.04

졸  재학 396 2.98

학원졸  재학 66 3.12

계 791 3.0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99

0.045 0.987

100만원~300만원 380 3.02

300만원~500만원 240 3.00

500만원 이상 103 3.00

계 791 3.01

Table 4-161.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스트 스 해소 노력을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운동을 규칙 으로 한다.

     건강 리를 해 운동을 규칙 으로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79를 보임으로써 이를 별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성별, 나이, 그리고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0  이상의 연령층이 20 와 30 의 연령층보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그 이외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 리를 해 운동을 규칙

으로 행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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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69a

3.775 0.023*남성 387 2.89b

계 791 2.79

연령

20 85 2.53a

6.154 0.001**

30 242 2.63a

40 240 2.81a,b

50 224 3.04b

계 791 2.79

학력

졸이하 35 2.54

0.630 0.641

고졸 294 2.77

졸  재학 396 2.80

학원졸  재학 66 2.95

계 791 2.79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72a

2.700 0.045*

100만원~300만원 380 2.76a

300만원~500만원 240 2.73a

500만원 이상 103 3.11b

계 791 2.79

Table 4-162.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규칙 인 운동을 실행하는 정도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 리를 해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실행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3을 보임으로써 이를 별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한 집단별로 확인한 결과, 연령과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  연령별로 20 는 30 , 40  그리고 50  이상보다, 30 는 50  이상보다 건강 리

를 해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수 에 따라

서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이 100~300만원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

리를 해 정기 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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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38

0.585 0.558남성 387 2.47

계 791 2.43

연령

20 85 1.69a 

23.967 0.001**

30 242 2.17b

40 240 2.54b,c

50 224 2.87c

계 791 2.43

학력

졸이하 35 2.49

0.201 0.938

고졸 294 2.46

졸  재학 396 2.39

학원졸  재학 66 2.48

계 791 2.43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54a,b

6.910 0.001**

100만원~300만원 380 2.26a

300만원~500만원 240 2.46a,b

500만원 이상 103 2.88b

계 791 2.43

Table 4-163.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정기 인 건강검진을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c
 집단구분

     ㉵ 의식 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한다.

     건강 리를 해 의식 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얼마나 실행하

고 있는 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98을 보임으로써 간정도로 이를 실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 와 50  이상의 연령층은 20 의 연령층보다 건강 리를 해 의식 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51 -

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03

0.807 0.447남성 387 2.94

계 791 2.98

연령

20 85 2.60a

5.077 0.002**

30 242 2.90a,b

40 240 3.10b

50 224 3.09b

계 791 2.98

학력

졸이하 35 3.06

1.826 0.122

고졸 294 3.11

졸  재학 396 2.90

학원졸  재학 66 2.85

계 791 2.98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03

0.819 0.484

100만원~300만원 380 2.99

300만원~500만원 240 2.91

500만원 이상 103 3.12

계 791 2.98

Table 4-164.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건강식품의 섭취를 실행하는 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 가능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식품은 삼간다.

     건강 리를 해 가능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식품을 삼가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3.41을 보임으로써 이를 약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40 와 

50  이상의 연령층은 20 의 연령층보다 그리고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그 이외의 

집단보다 건강 리를 해 해로운 음식이나 식품을 삼가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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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47

1.788 0.168남성 387 3.35

계 791 3.41

나이

20 85 2.96a

8.845 0.001**

30 242 3.28a,b

40 240 3.53b

50 224 3.61b

계 791 3.41

학력

졸이하 35 3.94b

2.640 0.033*

고졸 294 3.47a

졸  재학 396 3.35a

학원졸  재학 66 3.30a

계 791 3.4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53

0.557 0.643

100만원~300만원 380 3.38

300만원~500만원 240 3.41

500만원 이상 103 3.48

계 791 3.41

Table 4-165.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의 자제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④ 건강에 한 정보의 신뢰정도

    응답자들이 건강에 한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5  척도상에 

3.34 을 보임으로써 건강에 한 정보를 아주 약간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

령, 학력수 ,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소득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 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소득수 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

득수 을 가진 집단보다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이 건강에 한 정보를 더 신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건강에 한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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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45a

8.023 0.001**남성 387 3.22b

계 791 3.34

연령

20 85 3.29

0.726 0.537

30 242 3.32

40 240 3.40

50 224 3.31

계 791 3.33

학력

졸이하 35 3.22

0.921 0.451

고졸 294 3.34

졸  재학 396 3.37

학원졸  재학 66 3.27

계 791 3.30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21a

3.034 0.029**

100만원~300만원 380 3.31a,b

300만원~500만원 240 3.34a,b

500만원 이상 103 3.54b

계 791 3.35

Table 4-166.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건강에 한 정보의 신뢰정도 

 *
 : p < 0.05,  

**
 : p < 0.01 ; 

a, b
 집단구분

    ⑤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건강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정보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44.4%

가 ‘TV/라디오’를, 그 다음으로 20.3%가 ‘주 사람’을 그리고 13.7%가 ‘신문/잡지’를 통해서 건

강에 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의 50% 이상이 건강에 한 정보원으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체 응답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TV/라디오,’ ‘주 사람,’ ‘신문/잡지’가 건강에 한 정보를 얻는 주요 정보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TV/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신

문/잡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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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89 22.0 71 18.4 160 20.3

TV / 라디오 196 48.5 155 40.2 351 44.4

신문 / 잡지 43 10.6 65 16.8 108 13.7

서 10 2.5 17 4.4 27 3.4

문가 47 11.6 53 13.7 100 12.7

인터넷 사이트 11 2.7 20 5.2 31 3.9

고 / 홍보물 4 1.0 1 0.3 5 0.6

기타 4 1.0 5 1.0 9 1.0

계 404 100.0 387 100.0 791 100.0

Table 4-167. 성별에 따른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단 : 명, %)

    응답자들이 건강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원천을 연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 에 

걸쳐서 ‘TV/라디오,’ ‘주 사람,’ 그리고 ‘신문/잡지’를 통해 부분 건강 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정보의 습득은 연령 가 높아질수록 증가한 반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습득은 연령 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21 24.7 48 19.8 58 24.2 33 14.7 160 20.3

TV / 라디오 38 44.7 119 49.2 100 41.8 94 42.0 351 44.4

신문 / 잡지 9 10.6 30 12.4 35 14.6 34 15.2 108 13.7

서 0 0.0 9 3.7 7 2.9 11 4.9 27 3.4

문가 8 9.4 24 9.9 25 10.5 43 19.2 100 12.7

인터넷 사이트 8 9.4 10 4.1 8 3.3 5 2.2 31 3.9

고 / 홍보물 0 0.0 0 0.0 3 1.3 2 0.9 5 0.6

기타 1 1.2 2 0.8 4 1.3 2 0.9 9 1.0

계 85 100.0 242 100.0 240 100.0 224 100.0 791 100.0

Table 4-168. 연령에 따른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단 : 명, %)

    건강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원천을 학력에 따라 조사한 결과, 모든 학력층에서 ‘TV/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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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 건강 련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보원은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서는 ‘ 문가’가 그리고 그 외의 학력

에서는 ‘주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 사람’을 통해 건강 련 정

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차 감소하는 반면에 ‘신문/잡지’를 통해 획득하는 비율은 차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1 31.4 64 21.8 73 18.4 12 18.2 160 20.3

TV / 라디오 18 51.4 131 44.7 182 46.0 20 30.3 351 44.4

신문 / 잡지 2 5.7 33 11.3 61 15.4 12 18.2 108 13.7

서 1 2.9 6 2.0 18 4.5 2 3.0 27 3.4

문가 1 2.9 43 14.7 39 9.8 17 25.8 100 12.7

인터넷 사이트 0 0.0 9 3.1 20 5.1 2 3.0 31 3.9

고 / 홍보물 0 0.0 3 1.0 2 0.5 0 0.0 5 0.6

기타 2 5.7 5 1.4 1 0.3 1 1.5 9 1.0

계 35 100.0 294 100.0 396 100.0 66 100.0 791 100.0

Table 4-169. 학력에 따른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단 : 명, %)

    건강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원천을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500만원 이하의 소득

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TV/라디오,’ ‘주변사람,’ ‘ 문가’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TV/라디오,’ ‘ 문가,’ ‘신문/잡지’

의 순으로 건강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 문가’와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획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소득수 이 높

은 집단일수록 ’TV/라디오‘를 통해 건강 련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차 감소하는 반면에 ’

신문/잡지‘를 통해 획득하는 비율은 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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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6 23.5 73 19.3 57 23.8 14 13.6 160 20.3

TV / 라디오 34 50.0 183 48.3 94 39.2 40 38.8 351 44.4

신문 / 잡지 4 5.9 46 12.1 39 16.3 19 18.4 108 13.7

서 1 1.5 16 4.2 7 2.9 3 2.9 27 3.4

문가 7 10.3 38 10.0 33 13.8 22 21.4 100 12.7

인터넷 사이트 4 5.9 16 4.2 8 3.3 3 2.9 31 3.9

고 / 홍보물 1 1.5 2 0.5 0 0.0 2 1.9 5 0.6

기타 1 1.5 6 1.3 2 0.8 0 0.0 9 1.0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91 100.0

Table 4-170. 소득수 에 따른 건강에 한 주요 정보원

(단 : 명, %) 

    ⑥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건강에 한 정보원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TV/라

디오’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가, 주

사람의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성별에 따른 집단간에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TV/라디오,’ ‘ 문가,’ ‘주 사람’의 순으로 건

강에 한 정보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집단간에는  신뢰하는 정보원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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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55 13.6 52 13.4 107 13.5

TV / 라디오 195 48.3 151 39.0 346 43.7

신문 / 잡지 29 7.2 44 11.4 73 9.2

서 13 3.2 14 3.6 27 3.4

문가 103 25.5 111 28.7 214 27.1

인터넷 사이트 4 1.0 9 2.3 13 1.6

고 / 홍보물 3 0.7 1 0.3 4 0.5

기타 2 0.5 5 1.3 7 0.9

계 404 100.0 387 100.0 791 100.0

Table 4-171. 성별에 따른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단 : 명, %)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이 무엇인지를 연령별로 살펴 본 결과, 체 응답자들이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 에서 ‘TV/라디오,’ ‘ 문가,’ 그리고 ‘주 사람’의 순으로 많

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3 15.3 27 11.2 38 15.8 29 12.9 107 13.5

TV / 라디오 38 44.7 118 48.8 105 43.8 85 37.9 346 43.7

신문 / 잡지 6 7.1 19 7.9 16 6.7 32 14.3 73 9.2

서 1 1.2 7 2.9 11 4.6 8 3.6 27 3.4

문가 26 30.6 64 26.4 61 25.4 63 28.1 214 27.1

인터넷 사이트 1 1.2 5 2.1 4 1.7 3 1.3 13 1.6

고 / 홍보물 0 0.0 0 0.0 3 1.3 1 0.4 4 0.5

기타 0 0.0 2 0.8 2 0.8 3 1.3 7 0.9

계 85 100.0 242 100.0 240 100.0 224 100.0 791 100.0

Table 4-172. 연령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단 : 명, %)

    학력에 따라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을 살펴 본 결과, 학력에 따라서도 역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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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수

이 높아질수록 ‘ 문가’가 차지하는 비 이 높아져 응답자의 학력수 이 높아질수록 ‘ 문가’를 

가장 신뢰할 만한 건강 련 정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9 25.7 49 16.7 41 10.4 8 12.1 107 13.5

TV / 라디오 16 45.7 127 43.2 182 46.0 21 31.8 346 43.7

신문 / 잡지 1 2.9 28 9.5 37 9.3 7 10.6 73 9.2

서 0 0.0 8 2.7 16 4.0 3 4.5 27 3.4

문가 8 22.9 71 24.1 111 28.0 24 36.4 214 27.1

인터넷 사이트 0 0.0 4 1.4 7 1.8 2 3.0 13 1.6

고 / 홍보물 0 0.0 3 1.0 1 0.3 0 0.0 4 0.5

기타 1 2.9 4 1.4 1 0.3 1 1.5 7 0.9

계 35 100.0 294 100.0 396 100.0 66 100.0 791 100.0

Table 4-173. 학력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단 : 명, %)

    소득수 에 따라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소득

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소득수 에서 ‘TV/라디오,’ ‘ 문가,’ ‘주변사람’의 

순으로 정보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

는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주변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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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1 16.2 55 14.5 29 12.1 12 11.7 107 13.5

TV / 라디오 31 45.6 183 48.2 90 37.5 42 40.8 346 43.7

신문 / 잡지 3 4.4 36 9.5 22 9.2 12 11.7 73 9.2

서 3 4.4 11 2.9 12 5.0 1 1.0 27 3.4

문가 17 25.0 85 22.4 77 32.1 35 34.0 214 27.1

인터넷 사이트 1 1.5 5 1.3 7 2.9 0 0.0 13 1.6

고 / 홍보물 1 1.5 2 0.5 0 0.0 1 1.0 4 0.5

기타 1 1.5 3 0.8 3 1.3 0 0.0 7 0.9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91 100.0

Table 4-174. 소득수 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에 한 정보원

(단 : 명, %)

    ⑦ 건강에 한 지식정도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건강 련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5  척도 상에서 평균 3.07 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한 지식정도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본 

결과,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 건강에 한 지식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졸과 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그리고 300만원 이

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에 한 지식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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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04

1.045 0.352남성 387 3.10

계 791 3.07

나이

20 85 2.92

1.882 0.131

30 242 3.06

40 240 3.15

50 224 3.05

계 791 3.05

학력

졸이하 35 2.76a

4.411 0.002**

고졸 294 2.99a,b

졸  재학 396 3.15b

학원졸  재학 66 3.18b

계 791 3.02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79a

8.584 0.001**

100만원~300만원 380 2.99a,b

300만원~500만원 240 3.23b

500만원 이상 103 3.18b

계 791 3.05

Table 4-175.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별 건강에 한 지식정도

 ** p < 0.01 ; a, b 집단구분

   (나) 건강식품 이용행태

    ① 건강식품에 한 경험여부

     ㉮ 한방보약

     먼 , 녹용, 한약재 등 한방보약을 먹어본 이 있는 지, 재 복용 하고 있는 지 그 여부

를 살펴본 결과, 체 응답자의 73.2%가 한방보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의 6.1%가 재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보약에 한 복용여부를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남성과 여성모두에서 한방보약을 

먹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보약을 복용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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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83 20.8 78 20.4 161 20.6

먹어본  있음 282 70.7 290 75.9 572 73.2

재 먹고 있음 34 8.5 14 3.7 48 6.1

계 399 100.0 382 100.0 781 100.0

Table 4-176. 성별에 따른 한방보약 복용경험

(단 : 명, %)

     한, 한방보약의 복용여부를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반 으로 모든 연령 에서 한

방보약을 복용한 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30  보다는 40 와 50  이상에서 복용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24 28.6 57 23.8 41 17.3 39 17.7 161 20.6

먹어본  있음 54 64.3 170 70.8 184 77.6 164 74.5 572 73.2

재 먹고 있음 6 7.1 13 5.4 12 5.1 17 7.7 48 6.1

계 84 100.0 240 100.0 237 100.0 220 100.0 781 100.0

Table 4-177. 연령별 한방보약 복용경험

(단 : 명, %)

     학력에 따른 한방보약 복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력에 상 없이 한방보약을 복용한 경험

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수 이 높아짐에 따라 재 한방보약을 복용

하는 비율이 차 낮아지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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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7 20.0 72 24.9 69 17.6 13 20.0 161 20.6

먹어본  있음 25 71.4 196 67.8 301 76.8 50 76.9 572 73.2

재 먹고 있음 3 8.6 21 7.3 22 5.6 2 3.1 48 6.1

계 35 100.0 289 100.0 392 100.0 65 100.0 781 100.0

Table 4-178. 학력수 별 한방보약 복용경험

(단 : 명, %)

     소득수 에 따라 한방보약 복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소득수 에 상 없이 한방보약을 복

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13 19.1 88 23.5 40 16.9 20 19.6 161 20.6

먹어본  있음 48 70.6 268 71.7 185 78.1 71 69.6 572 73.2

재 먹고 있음 7 10.3 380 4.8 12 5.1 11 10.8 48 6.1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81 100.0

Table 4-179. 소득수 별 한방보약 복용경험

(단 : 명, %)

     ㉯ 보신식품

     흑염소, 개소주, 자라탕 등 보신식품에 한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들의 

56.9%가 보신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의 0.9%가 재 보신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신식품에 한 섭취경험을 성별로 조사해 본 결과, 남성의 47.1%가 보신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여성의 경우 35.1%가 보신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섭취경험이 약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보신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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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남성의 경우는 보신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252 63.5 189 50.0 441 56.9

먹어본  있음 142 35.7 185 48.9 327 42.2

재 먹고 있음 3 0.8 4 1.1 7 0.9

계 397 100.0 378 100.0 775 100.0

Table 4-180. 성별에 따른 보신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연령에 따라 보신식품에 한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20 의 경우 보신식품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약 3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 가 

높아질수록 보신식품을 먹어본 사람들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차 비슷해져, 연령

가 증가함에 따라 보신식품을 먹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62 73.8 150 63.6 119 50.6 110 50.0 441 56.9

먹어본  있음 21 25.0 85 36.0 115 48.9 106 48.2 327 42.2

재 먹고 있음 1 1.2 1 0.4 1 0.4 4 1.8 7 0.9

계 84 100.0 236 100.0 235 100.0 220 100.0 775 100.0

Table 4-180. 연령별 보신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학력에 따라 보신식품에 한 섭취경험을 살펴 본 결과, 모든 학력집단에 걸쳐서 보신식

품을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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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21 60.0 153 53.3 226 58.2 41 63.1 441 56.9

먹어본  있음 12 34.3 131 45.6 161 41.5 23 35.4 327 42.2

재 먹고 있음 2 5.7 3 1.0 1 0.3 1 1.5 7 0.9

계 35 100.0 287 100.0 388 100.0 65 100.0 775 100.0

Table 4-181. 학력수 별 보신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한, 소득수 에 따라 보신식품에 한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소득수 에 따른 

집단에서 보신식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는 경우 보신식품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들보다 3배 정도 많은 데 비해 그 이외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보신식품을 먹어 본 

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49 72.1 213 57.4 121 51.1 58 58.6 441 56.9

먹어본  있음 18 26.5 156 42.0 112 47.3 41 41.4 327 42.2

재 먹고 있음 1 1.5 2 0.5 4 1.7 0 0.0 7 0.9

계 68 100.0 371 100.0 237 100.0 99 100.0 775 100.0

Table 4-182. 소득수 별 보신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 양제

     각종 비타민, 칼슘, 철분제 등 양제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먹어본 이 있

는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재 먹고 있는 경우가 27.8%, 그리고 먹어 본 이 없는 

경우가 15.6%로 나타나, 양제를 먹어보았거나 먹고 있는 사람이 먹어본 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제 섭취경험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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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먹어본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

우 여성의 경우보다 양제를 먹어본 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38 9.6 83 21.9 121 15.6

먹어본  있음 223 56.5 215 56.7 438 56.6

재 먹고 있음 134 33.9 81 21.4 215 27.8

계 395 100.0 379 100.0 774 100.0

Table 4-183. 성별에 따른 양제 섭취경험

(단 : 명, %)

     연령에 따라 양제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 에서 양제를 섭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 가 높아질수록 양제를 

먹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드는 반면에 재 양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9 10.7 31 13.0 46 19.9 35 15.9 121 15.6

먹어본  있음 61 72.6 146 61.1 122 52.8 109 49.5 438 56.6

재 먹고 있음 14 16.7 62 25.9 63 27.3 76 34.5 215 27.8

계 84 100.0 239 100.0 231 100.0 220 100.0 774 100.0

Table 4-184. 연령별 양제 섭취경험

(단 : 명, %)

     더불어, 학력에 따라 양제 섭취에 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력집단에서 

양제를 섭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력집단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양제섭취 경험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졸이하의 집단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 666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10 28.6 59 20.7 43 11.0 9 14.1 121 15.6

먹어본  있음 16 45.7 150 52.6 236 60.5 36 56.3 438 56.6

재 먹고 있음 9 25.7 76 26.7 111 28.5 19 29.7 215 27.8

계 35 100.0 285 100.0 390 100.0 64 100.0 774 100.0

Table 4-185. 학력수 별 양제 섭취경험

(단 : 명, %)

     소득수 에 따라 양제 섭취에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소득수 에 따른 집단에

서 양제를 먹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본 이 없는 사람들보다 어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양제를 먹어본 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차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14 20.6 68 18.3 33 14.0 6 6.0 121 15.6

먹어본  있음 37 54.4 217 58.5 127 54.0 57 57.0 438 56.6

재 먹고 있음 17 25.0 86 23.2 75 31.9 37 37.0 215 27.8

계 68 100.0 371 100.0 235 100.0 100 100.0 774 100.0

Table 4-186. 소득수 별 양제 섭취경험

(단 : 명, %)

     ㉱ 건강보조식품

     로얄제리, 효모식품, 효소, 유산균, 인삼가공식품 등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체 응답자의 55.7%가 먹어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9.2%는 먹어본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1%는 재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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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먹어 본 이 있는 비

율과 없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113 28.7 112 29.8 225 29.2

먹어본  있음 218 55.3 211 56.1 429 55.7

재 먹고 있음 63 16.0 53 14.1 116 15.1

계 394 100.0 376 100.0 770 100.0

Table 4-187. 성별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연령에 따른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 에서 건강보조식

품을 섭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드는 데 반해 재 먹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차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33 39.3. 77 32.8 64 27.4 51 23.5 225 29.2

먹어본  있음 42 50.0 128 54.5 139 59.4 120 55.3 429 55.7

재 먹고 있음 9 10.7 30 12.8 31 13.2 46 21.2 116 15.1

계 84 100.0 235 100.0 234 100.0 217 100.0 770 100.0

Table 4-188. 연령별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한, 학력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학력집단에서 건강보조식

품을 섭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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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9 25.7 88 31.1 109 28.2 19 29.2 225 29.2

먹어본  있음 23 65.7 155 54.8 215 55.6 36 55.4 429 55.7

재 먹고 있음 3 8.6 40 14.1 63 16.3 10 15.4 116 15.1

계 35 100.0 283 100.0 387 100.0 65 100.0 770 100.0

Table 4-189. 학력수 별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소득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을 조사한 결과, 모든 소득수 에 따른 집단에서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본 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먹어본  없음 26 38.2 119 32.3 62 26.5 18 18.0 225 29.2

먹어본  있음 31 45.6 201 54.6 138 59.0 59 59.0 429 55.7

재 먹고 있음 11 16.2 48 13.0 34 14.5 23 23.0 116 15.1

계 68 100.0 368 100.0 234 100.0 100 100.0 770 100.0

Table 4-190. 소득수 별 건강보조식품 섭취경험

(단 : 명, %) 

    ② 재 섭취 인 건강식품의 수

    응답자들이 지  재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수는 평균 1가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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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1.14

2.744 0.098남성 387 0.99

계 791 1.07

나이

20 85 0.73

6.151 0.001**

30 242 0.95

40 240 1.08

50 224 1.32

계 791 1.07

학력

졸이하 35 1.26

0.841 0.471

고졸 294 1.09

졸  재학 396 1.01

학원졸  재학 66 1.20

계 791 1.0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1.13a,b

2.863 0.036*

100만원~300만원 380 0.95b

300만원~500만원 240 1.14a,b

500만원 이상 103 1.30a

계 791 1.07

Table 4-191. 재 섭취 인 건강식품의 수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그러나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수가 조 씩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  이상은 20 보다 건강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수 에 따라서도,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보인 집단은 100~300만원

의 소득수 을 보인 집단보다 더 많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건강식품 구매 비용

    평균 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은 한달 평균 약 6만 3천원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수 이 높아질

수록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이 차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은 500만원이상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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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66839.11

1.714 0.191남성 387 58777.78

계 791 62895.07

나이

20 85 58294.12

2.246 0.082

30 242 52590.92

40 240 72245.83

50 224 65754.46

계 791 62895.07

학력

졸이하 35 68571.43

0.731 0.533

고졸 294 57275.52

졸  재학 396 67070.70

학원졸  재학 66 64106.06

계 791 62895.0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5705.88b

10.237 0.001**

100만원~300만원 380 52250.00a,b

300만원~500만원 240 74166.68a,b

500만원 이상 103 93854.36a

계 791 62895.07

Table 4-192. 월 평균 건강식품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 
p < 0.01 ; 

a, b 
집단구분

    ④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요 동기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요 동기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의 49.6%가 ‘주

사람의 권유’ 으며, 19.3%가 ‘ 매체를 통해’, 그 다음 14.9%가 ‘ 문가의 권유’에 의한 것

으로 나타나, ‘주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요 동기를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주

사람의 권유’, ‘ 매체를 통해,’ 그리고 ‘ 문가의 권유’의 순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

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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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가의 권유 62 16.0 49 13.6 111 14.9

매원의 권유 28 7.2 17 4.7 45 6.0

주 사람의 권유 186 48.1 184 51.3 370 49.6

매체를 통해 72 18.6 72 20.1 144 19.3

문서 을 통해 5 1.3 7 1.9 12 1.6

기타 34 8.8 30 8.4 64 8.6

계 387 100.0 359 100.0 746 100.0

Table 4-193.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섭취 주요 동기

(단 : 명, %)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요 동기를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50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 사람의 권유’, ‘ 매체를 통해,’ 그리고 ‘ 문가의 권유’의 순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주 사람의 권유,’ ‘

문가의 권유,’그리고 ‘ 매체를 통해’의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가의 권유 10 12.3 31 13.7 29 12.9 41 19.1 111 14.9

매원의 권유 2 2.5 11 4.9 174 7.6 15 7.0 45 6.0

주 사람의 권유 46 56.8 115 50.9 107 47.8 102 47.4 370 49.6

매체를 통해 17 21.0 42 18.6 50 22.3 35 16.3 144 19.3

문서 을 통해 0 0.0 4 1.8 3 1.3 5 2.3 12 1.6

기타 6 7.4 23 10.2 18 8.0 17 7.9 64 8.6

계 81 100.0 226 100.0 224 100.0 215 100.0 746 100.0

Table 4-194. 연령별 건강식품 섭취 주요 동기

(단 : 명, %)

    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된 동기를 학력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학원 이상의 학

력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주 사람의 권유’, ‘ 매체를 통해,’ 그리고 ‘ 문가의 권유’

의 순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학원이상의 학력집



- 672 -

단에서는 ‘주 사람의 권유,’ ‘ 문가의 권유,’ 그리고 ‘ 매체를 통해’의 순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

나는 학력수 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동기  ‘ 매원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

이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가의 권유 5 14.3 53 19.3 44 11.7 9 14.8 111 14.9

매원의 권유 3 8.6 22 8.0 19 5.1 1 1.6 45 6.0

주 사람의 권유 19 54.3 119 43.3 196 52.3 36 59.0 370 49.6

매체를 통해 5 14.3 54 19.6 78 20.8 7 11.5 144 19.3

문서 을 통해 0 0.0 4 1.5 7 1.9 1 1.6 12 1.6

기타 3 8.6 23 8.4 31 8.3 7 11.5 64 8.6

계 35 100.0 275 100.0 375 100.0 61 100.0 746 100.0

Table 4-195. 학력수 별 건강식품 섭취 주요 동기

(단 : 명, %) 

    그리고 건강식품을 섭취하게 된 주된 동기를 소득수 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모든 소득수

에 따른 집단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변사람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으며,  

‘ 매체를 통해’와 ‘ 문가의 권유’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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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가의 권유 7 11.1 60 16.8 36 15.8 8 8.2 111 14.9

매원의 권유 5 7.9 17 4.8 18 7.9 5 5.1 45 6.0

주 사람의 권유 35 55.6 171 47.9 115 50.4 49 50.0 370 49.6

매체를 통해 10 15.9 70 19.6 35 15.4 29 29.6 144 19.3

문서 을 통해 1 1.6 4 1.1 5 2.2 2 2.0 12 1.6

기타 5 7.9 35 9.8 19 8.3 5 5.1 64 8.6

계 63 100.0 357 100.0 228 100.0 98 100.0 746 100.0

Table 4-196. 소득수 별 건강식품 섭취 주요 동기

(단 : 명, %)

    ⑤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들  34.5%가 ‘건강유지를 

해’라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8.6%가 ‘체

력보완  증진을 해,’ 그리고 15.7%가 ‘피로회복을 해’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 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건강

의 유지,’ ‘체력보완  증진,’ ‘피로회복’을 해 건강식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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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유지 123 34.8 110 34.1 233 34.5

피로회복 54 15.3 52 16.1 106 15.7

체력보완  증진 62 17.6 64 19.8 1126 18.6

질병 방 27 7.6 25 7.7 52 7.7

질병치료 24 6.8 22 6.8 46 6.8

양보충 22 6.2 13 4.0 35 5.52

미용 10 2.8 2 0.6 12 1.8

이유 없음 23 6.5 29 9.0 52 7.7

기타 8 2.3 6 1.9 14 2.1

계 353 100.0 323 100.0 676 100.0

Table 4-197.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 : 명, %)

    한 연령에 따라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 본 결과, 20 와 30 에서는 건

강식품을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 ‘피로회복,’ 그리고 ‘체력보완  증진’의 순으

로 많은 비율을 보인데 비해, 40 와 50  이상에서는 ‘건강의 유지,’ ‘체력보완  증진,’ 그리

고 ‘피로회복’의 순으로 많은 비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

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서 ‘체력보완과 증진’ 

그리고 ‘질병 방’이 차지하는 비 이 차 높아지는 데 비해 ‘미용’이 차지하는 비 은 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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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유지 23 33.8 69 33.3 68 33.3 73 37.1 233 34.5

피로회복 14 20.6 44 21.3 29 14.2 19 9.6 106 15.7

체력보완  증진 11 16.2 37 17.9 39 19.1 39 19.8 126 18.6

질병 방 2 2.9 14 6.8 17 8.3 19 9.6 52 7.7

질병치료 3 4.4 8 3.9 17 8.3 18 9.1 476 6.8

양보충 4 5.9 9 4.3 11 5.4 11 5.6 35 5.2

미용 3 4.4 5 2.4 4 2.0 0 0.0 12 1.8

이유 없음 6 8.8 16 7.7 14 6.9 16 8.1 52 7.7

기타 2 2.9 5 2.4 5 2.5 2 1.0 14 2.1

계 68 100.0 207 100.0 204 100.0 197 100.0 676 100.0

Table 4-198. 연령별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 : 명, %)

    한, 학력에 따라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력집단에서 ‘건

강유지’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체력보완  증진’과 ‘피로회복’이 그 다음으로 많

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유지 9 30.0 85 34.6 119 34.6 20 35.7 233 34.5

피로회복 3 10.0 36 14.6 60 17.4 7 12.5 106 15.7

체력보완  증진 5 16.7 40 16.3 64 18.6 17 30.4 126 18.6

질병 방 0 0.0 25 10.2 23 6.7 4 7.1 52 7.7

질병치료 4 13.3 21 8.5 18 5.2 3 5.4 46 6.8

양보충 2 6.7 12 4.9 20 5.8 1 1.8 35 5.2

미용 0 0.0 4 1.6 8 2.3 0 0.0 12 1.8

이유 없음 6 20.0 22 8.9 22 6.4 2 3.6 52 7.7

기타 1 3.3 1 0.4 10 2.9 2 3.6 14 2.1

계 30 100.0 246 100.0 344 100.0 56 100.0 676 100.0

Table 4-199. 학력수 별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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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서 ‘건강유지’가 차지하는 비 이 차 증가하는 반면에 ‘질병치료’가 차지하는 비

은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에 따라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소득수 에 따른 

집단에서 ‘건강유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체력보완  

증진’ 그리고 ‘피로회복’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유지 19 34.5 101 31.9 68 32.7 45 46.9 233 34.5

피로회복 5 9.1 57 18.0 37 17.8 7 7.3 106 15.7

체력보완  증진 10 18.2 55 17.4 41 19.7 20 20.8 126 18.6

질병 방 5 9.1 23 7.3 19 9.1 5 5.2 52 7.7

질병치료 4 7.3 22 6.9 13 6.3 7 7.3 46 6.8

양보충 5 9.1 16 5.0 11 5.3 3 3.1 352 5.2

미용 2 3.6 7 2.2 2 1.0 1 1.0 12 1.8

이유 없음 5 9.1 28 8.8 15 7.2 4 4.2 52 7.7

기타 0 0.0 8 2.5 2 1.0 4 4.2 14 2.1

계 55 100.0 317 100.0 208 100.0 96 100.0 676 100.0

Table 4-200. 소득수 별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 : 명, %)

    ⑥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복용 후 효과’

가 체 응답자의 61.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회사에 한 

신뢰’가 11.3%, 부작용이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복용 후 효과’를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복용 후 효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은 ‘제조회사에 

한 신뢰’와 ‘부작용’이 그리고 남성은 ‘ 문가의 추천’과 ‘제조회사에 한 신뢰’ 는 ‘부작용’

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이 건강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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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작용 42 10.5 30 7.9 72 9.2

복용후 효과 237 59.3 240 63.2 477 61.2

가격 10 2.5 12 3.2 22 2.8

제조회사에 한 신뢰 58 14.5 30 7.9 88 11.3

정보습득의 용이함 5 1.3 3 0.8 8 1.0

제품종류의 다양성 2 0.5 2 0.5 4 0.5

문가의 추천 30 7.5 39 10.3 69 8.8

복용의 용이함 9 2.3 12 3.2 21 2.7

구매의 용이함 1 0.3 1 0.3 2 0.3

다른 음식과의 병행 

가능성
3 0.8 5 1.3 8 1.0

기타 3 0.8 6 1.6 9 1.2

계 400 100.0 380 100.0 780 100.0

Table 4-201. 성별에 따라 건강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 요인

(단 : 명, %)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부분의 연령

에서 ‘복용 후 효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연령 에 따

라 조 씩 차이는 있지만 반 으로 ‘제조회사에 한 신뢰’ ‘부작용’ ‘ 문가의 추천’이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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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작용 8 9.4 19 7.9 25 10.6 20 9.1 72 9.2

복용후 효과 50 58.8 160 66.7 140 59.3 127 58.0 477 61.2

가격 6 7.1 4 1.7 7 3.0 5 2.3 22 2.8

제조회사에 한 

신뢰
9 10.6 30 12.5 24 10.2 25 11.4 88 11.3

정보습득의 용이함 0 0.0 2 0.8 1 0.4 5 2.3 8 1.0

제품종류의 다양성 0 0.0 1 0.4 3 1.3 0 0.0 4 0.5

문가의 추천 8 9.4 13 5.4 22 9.3 26 11.9 69 8.8

복용의 용이함 3 3.5 7 2.9 6 2.5 5 2.3 21 2.7

구매의 용이함 0 0.0 2 0.8 0 0.0 0 0.0 2 0.3

다른 음식과의 병

행 가능성
1 1.2 2 0.8 3 1.3 2 0.9 8 1.0

기타 0 0.0 0 0.0 5 2.1 4 1.8 9 1.2

계 85 100.0 240 100.0 236 100.0 219 100.0 780 100.0

Table 4-202. 연령별 건강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 요인

(단 : 명, %)

    건강식품 구입 시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체응답자에서와 마

찬가지로, ‘복용 후 효과’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으며, 학력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

지만 ‘제조회사에 한 신뢰’와 ‘부작용’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력수 이 높아질수록 ‘ 문가의 추천’이 차지하는 비

이 많아지는 반면, ‘정보습득의 용이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다. 

    소득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복용후 효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소득수 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

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00~300만원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을 제

외한 모든 집단에서는 ‘제조회사에 한 신뢰’가 그리고 100~300만원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

에서는 ‘ 문가의 추천’이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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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작용 2 5.7 35 12.2 25 6.3 10 15.6 72 9.2

복용후 효과 18 51.4 163 56.8 261 66.2 35 54.7 477 61.2

가격 1 2.9 12 4.2 7 1.8 2 3.1 22 2.8

제조회사에 한 

신뢰
7 20.0 33 11.5 39 9.9 9 14.1 88 11.3

정보습득의 용이함 2 5.7 3 1.0 3 0.8 0 0.0 8 1.0

제품종류의 다양성 0 0.0 1 0.3 3 0.8 0 0.0 4 0.5

문가의 추천 2 5.7 24 8.4 36 9.1 7 10.9 69 8.8

복용의 용이함 0 0.0 9 3.1 12 3.0 0 0.0 21 2.7

구매의 용이함 0 0.0 0 0.0 2 0.5 0 0.0 2 0.3

다른 음식과의 병

행 가능성
1 2.9 3 1.0 4 1.0 0 0.0 8 1.0

기타 2 5.7 4 1.4 2 0.5 1 1.6 9 1.2

계 35 100.0 287 100.0 394 100.0 64 100.0 780 100.0

Table 4-203. 학력수 별 건강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 요인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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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작용 8 11.8 35 9.4 25 10.5 4 3.9 72 9.2

복용후 효과 36 52.9 229 61.4 147 62.0 65 63.7 477 61.2

가격 4 5.9 11 2.9 7 3.0 0 0.0 22 2.8

제조회사에 한 

신뢰
13 19.1 32 8.6 26 11.0 17 16.7 88 11.3

정보습득의 용이함 1 1.5 3 0.8 3 1.3 1 1.0 8 1.0

제품종류의 다양성 0 0.0 1 0.3 2 0.8 1 1.0 4 0.5

문가의 추천 4 5.9 38 10.2 18 7.6 9 8.8 69 8.8

복용의 용이함 1 1.5 16 4.3 3 1.3 1 1.0 21 2.7

구매의 용이함 0 0.0 1 0.3 1 0.4 0 0.0 2 0.3

다른 음식과의 병

행 가능성
0 0.0 4 1.1 3 1.3 1 1.0 8 1.0

기타 1 1.5 3 0.8 2 0.8 3 2.9 9 1.2

계 68 100.0 373 100.0 237 100.0 102 100.0 780 100.0

Table 4-204. 소득수 별 건강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 요인

(단 : 명, %)

    ⑦ 건강식품에 한 주요 정보원

    건강식품에 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습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TV나 라디오’가 35.6%

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주 사람’이 29.5%, ‘신문이나 잡지’가 10.7%, 그

리고 ‘ 문가’가9.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사람들이 매체와 주 사람을 통해

서 건강식품에 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체 응답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TV와 라디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사람’과 ‘신문과 잡지’

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주 사람’이 차

지하는 비 이 많은 반면에 ‘신문이나 잡지’가 차지하는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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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34 33.2 98 25.7 232 29.5

TV / 라디오 145 35.9 135 35.3 280 35.6

신문 / 잡지 32 7.9 52 13..6 84 10.7

고 20 5.0 18 4.7 38 4.8

TV 홈쇼핑 16 4.0 7 1.8 23 2.9

인터넷 쇼핑몰 4 1.0 2 0.5 6 0.8

인터넷 사이트 5 1.2 12 3.1 17 2.2

매원 6 1.5 4 1.0 10 1.3

문가 33 8.2 41 10.7 74 9.4

제조회사 홍보물 6 1.5 4 1.0 10 1.3

기타 3 0.7 9 2.4 12 1.5

계 404 100.0 382 100.0 786 100.0

Table 4-205.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정보원

(단 : 명, %)  

    연령에 따라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 에서 ‘TV나 라디오’와 ‘주변

사람’이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20・30 는 ‘ 문가’가 40 와 50  이상은 

‘신문이나 잡지’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문이나 잡지’가 차지하는 비 이 차 많아졌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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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28 33.3 71 29.6 74 30.8 59 26.6 232 29.5

TV / 라디오 34 40.5 100 41.7 83 34.6 63 28.4 280 35.6

신문 / 잡지 5 6.0 16 6.7 26 10.8 37 16.7 84 10.7

고 3 3.6 7 2.9 12 5.0 16 7.2 38 4.8

TV 홈쇼핑 3 3.6 7 2.9 10 4.2 3 1.4 23 2.9

인터넷 쇼핑몰 1 1.2 3 1.3 2 0.8 0 0.0 6 0.8

인터넷 사이트 3 3.6 7 2.9 3 1.3 4 1.8 17 2.2

매원 0 0.0 0 0.0 3 1.3 7 3.2 10 1.3

문가 6 7.1 21 8.8 19 7.9 28 12.6 74 9.4

제조회사 홍보물 1 1.2 3 1.3 5 2.1 1 0.5 10 1.3

기타 0 0.0 5 2.1 3 1.3 4 1.8 12 1.5

계 84 100.0 240 100.0 240 100.0 222 100.0 786 100.0

Table 4-206. 연령별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

(단 : 명, %)

    건강식품에 한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획득하는 지를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력별 

집단에서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

에서는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 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 고’가 고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 문가’가, 그리고 졸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신문이나 잡지’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문이나 잡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 증가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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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8 22.9 88 30.1 116 29.4 20 30.8 232 29.5

TV / 라디오 18 51.4 97 33.2 145 36.8 20 30.8 280 35.6

신문 / 잡지 0 0.0 26 8.9 47 11.9 11 16.9 84 10.7

고 4 11.4 17 5.8 14 3.6 3 4.6 38 4.8

TV 홈쇼핑 1 2.9 7 2.4 13 3.3 2 3.1 23 2.9

인터넷 쇼핑몰 0 0.0 2 0.7 4 1.0 0 0.0 6 0.8

인터넷 사이트 0 0.0 5 1.7 11 2.8 1 1.5 17 2.2

매원 1 2.9 6 2.1 2 0.5 1 1.5 10 1.3

문가 2 5.7 36 12.3 30 7.6 6 9.2 74 9.4

제조회사 홍보물 0 0.0 3 1.0 6 1.5 1 1.5 10 1.3

기타 1 2.9 5 1.7 6 1.5 0 0.0 12 1.5

계 35 100.0 292 100.0 394 100.0 65 100.0 786 100.0

Table 4-207. 학력수 별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

(단 : 명, %)

    소득수 에 따른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소득수 에 따른 모든 집단에서 

‘TV나 라디오’와 ‘주변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 문가’가 많은 비 을 차지했고, 그 이외의 소득

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신문이나 잡지’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소득수 이 증가할수록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건강식품에 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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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7 26.2 105 27.7 79 33.1 31 30.1 232 29.5

TV / 라디오 28 43.1 147 38.8 64 26.8 41 39.8 280 35.6

신문 / 잡지 2 3.1 40 10.6 29 12.1 13 12.6 84 10.7

고 4 6.2 23 6.1 11 4.6 0 0.0 38 4.8

TV 홈쇼핑 2 3.1 8 2.1 10 4.2 3 2.9 23 2.9

인터넷 쇼핑몰 1 1.5 3 0.8 2 0.8 0 0.0 6 0.8

인터넷 사이트 1 1.5 7 1.8 6 2.5 3 2.9 17 2.2

매원 2 3.1 4 1.1 4 1.7 0 0.0 10 1.3

문가 7 10.8 33 8.7 26 10.9 8 7.8 74 9.4

제조회사 홍보물 1 1.5 5 1.3 1 0.4 3 2.9 10 1.3

기타 0 0.0 4 1.1 7 2.9 1 1.0 12 1.5

계 65 100.0 379 100.0 239 100.0 103 100.0 786 100.0

Table 4-208. 소득수 별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

(단 : 명, %)

    ⑧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 문가’가 33.8%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가 31.3%, ‘주 사

람’이 15.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으로서 ‘ 문가’를 가장 신뢰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 문

가’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그리고 ‘주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간에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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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61 15.2 63 16.4 124 15.8

TV / 라디오 128 31.9 117 30.5 245 31.3

신문 / 잡지 34 8.5 42 11.0 76 9.7

고 10 2.5 9 2.3 19 2.4

TV 홈쇼핑 12 3.0 1 0.3 13 1.7

인터넷 쇼핑몰 0 0.0 4 1.0 4 0.5

인터넷 사이트 4 1.0 13 3.4 17 2.2

매원 3 0.7 1 0.3 4 0.5

문가 142 35.4 123 32.1 265 33.8

제조회사 홍보물 3 0.7 4 1.0 7 0.9

기타 4 1.0 6 1.6 10 1.3

계 401 100.0 383 100.0 784 100.0

Table 4-209. 성별에 따른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

(단 : 명, %)

    연령에 따라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20・30 의 경우 ‘TV나 

라디오’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데 비해, 40 와 50  이상의 경우 ‘ 문가’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으로서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 은 감

소하는 반면에 ’ 문가‘와 ’신문이나 잡지‘가 차지하는 비 은 증가한다는 이다.

    한, 학력에 따라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졸이하  고졸

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 문가’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데 비해 졸  학원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TV와 라디오’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 고’와 ‘TV홈쇼핑’이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으로서 차지하는 비

이 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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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4 16.9 41 16.9 39 16.4 30 13.6 124 15.8

TV / 라디오 36 43.4 87 36.0 68 28.6 54 24.4 245 31.3

신문 / 잡지 5 6.0 16 6.6 19 8.0 36 16.3 76 9.7

고 0 0.0 5 2.1 6 2.5 8 3.6 19 2.4

TV 홈쇼핑 0 0.0 5 2.1 6 2.5 2 0.9 13 1.7

인터넷 쇼핑몰 1 1.2 3 1.2 0 0.0 0 0.0 4 0.5

인터넷 사이트 3 3.6 6 2.5 5 2.1 3 1.4 17 2.2

매원 0 0.0 0 0.0 0 0.0 4 1.8 4 0.5

문가 24 28.9 73 30.2 87 36.6 81 36.7 265 33.8

제조회사 홍보물 0 0.0 1 0.4 4 1.7 2 0.9 7 0.9

기타 0 0.0 5 2.1 4 1.7 1 0.5 10 1.3

계 83 100.0 242 100.0 238 100.0 221 100.0 784 100.0

Table 4-210. 연령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

(단 : 명,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6 17.6 57 19.6 48 12.2 13 20.0 124 15.8

TV / 라디오 10 29.4 74 25.4 141 35.8 20 30.8 245 31.3

신문 / 잡지 3 8.8 23 7.9 42 10.7 8 12.3 76 9.7

고 2 5.9 10 3.4 7 1.8 0 0.0 19 2.4

TV 홈쇼핑 1 2.9 7 2.4 5 1.3 0 0.0 13 1.7

인터넷 쇼핑몰 0 0.0 1 0.3 3 0.8 0 0.0 4 0.5

인터넷 사이트 0 0.0 3 1.0 12 3.0 2 3.1 17 2.2

매원 0 0.0 4 1.4 0 0.0 0 0.0 4 0.5

문가 11 32.4 106 36.4 128 32.5 20 30.8 265 33.8

제조회사 홍보물 0 0.0 2 0.7 4 1.0 1 1.5 7 0.9

기타 1 2.9 4 1.4 4 1.0 1 1.5 10 1.3

계 34 100.0 291 100.0 394 100.0 65 100.0 784 100.0

Table 4-211. 학력수 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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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따라 신뢰하는 건강식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보면, 100~300만원의 소득집단에서

만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소득집단에서는 ‘ 문가’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수 이 증가함에 따라 ‘신문이나 잡지’가 차

지하는 비 이 차 많아지고 있었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사람 11 16.7 62 16.4 40 16.7 11 10.8 124 15.8

TV / 라디오 20 30.3 124 32.9 70 29.3 31 30.4 245 31.3

신문 / 잡지 6 9.1 35 9.3 22 9.2 13 12.7 76 9.7

고 0 0.0 12 3.2 5 2.1 2 2.0 19 2.4

TV 홈쇼핑 1 1.5 3 0.8 7 2.9 2 2.0 13 1.7

인터넷 쇼핑몰 0 0.0 4 1.1 0 0.0 0 0.0 4 0.5

인터넷 사이트 1 1.5 7 1.9 8 3.3 1 1.0 17 2.2

매원 1 1.5 3 0.8 0 0.0 0 0.0 4 0.5

문가 26 39.4 120 31.8 80 33.5 39 38.2 265 33.8

제조회사 홍보물 0 0.0 2 0.5 3 1.3 2 2.0 7 0.9

기타 0 0.0 5 1.3 4 1.7 1 1.0 10 1.3

계 66 100.0 377 100.0 239 100.0 102 100.0 784 100.0

Table 4-212. 소득수 별 가장 신뢰하는 건강식품 정보원

(단 : 명, %)

    ⑨ 건강식품 구매경험

    건강식품을 직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의 59.9%가 직  구매

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0.1%는 구매한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

식품을 직  구매한 경험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건강식품을 직  구매한 경험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수 이 높아짐에 따

라 직  구매한 경험이 차 어드는 반면에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직  구매한 경험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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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경험이 있음 274 67.8 200 51.7 474 59.9

구매 경험이 없음 130 32.2 187 48.3 317 40.1

계 404 100.0 387 100.0 791 100.0

Table 4-213.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직  구매경험

(단 : 명, %)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경험이 있음 34 40.0 143 59.1 150 62.5 147 65.6 474 59.9

구매 경험이 없음 51 60.0 99 40.9 90 37.5 77 34.4 317 40.1

계 85 100.0 242 100.0 240 100.0 224 100.0 791 100.0

Table 4-214. 연령별 건강식품 직  구매경험

(단 : 명,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경험이 있음 24 68.6 184 62.6 228 57.6 38 57.6 474 59.9

구매 경험이 없음 11 31.4 110 37.4 168 42.4 28 42.4 317 40.1

계 35 100.0 294 100.0 396 100.0 66 100.0 791 100.0

Table 4-215. 학력수 별 건강식품 직  구매경험

(단 : 명, %)



- 689 -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경험이 있음 36 52.9 216 56.8 152 63.3 70 68.0 474 59.9

구매 경험이 없음 32 47.1 164 43.2 88 36.7 33 32.0 317 40.1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91 100.0

Table 4-216. 소득수 별 건강식품 직  구매여부

(단 : 명, %)

    ⑩ 건강식품 구매처

    건강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곳을 살펴 본 결과, ‘약국’이 3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문 ’이 24.8%, ‘방문 매’가 10.1%의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체 응답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문 ’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다른 항목에 비해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문 매 34 12.4 15 17.5 48 10.1

약국 101 36.9 59 29.5 160 33.8

병원 12 4.4 12 6.0 24 5.1

건강식품 문 60 21.9 57 28.5 117 24.7

인터넷 6 2.2 9 4.5 15 3.2

홈쇼핑 24 8.8 20 10.0 44 9.3

형 할인마트 10 3.6 9 4.5 19 4.1

백화 9 3.3 6 3.0 15 3.2

기타 18 6.5 13 6.5 31 6.5

계 274 100.0 200 100.0 474 100.0

Table 4-217.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처

(단 : 명, %)

    연령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20 와 30 의 경우 ‘약국’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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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0 와 50  이상의 경우 ‘건강식품 문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 에 따라서 건강식품 구매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령과 련하여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 가 높아질수

록 ‘건강식품 문 ’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 많아지고 있다는 이다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문 매 1 2.9 16 11.2 20 13.3 12 8.2 49 10.3

약국 17 50.0 60 41.9 39 26.0 44 29.9 160 33.8

병원 2 5.9 6 4.2 5 3.3 11 7.5 24 5.1

건강식품 문 4 11.8 27 18.9 41 27.3 45 30.6 117 24.7

인터넷 1 2.9 7 4.9 5 3.3 2 1.4 15 3.2

홈쇼핑 3 8.8 13 9.1 16 10.7 12 8.2 44 9.3

형 할인마트 2 5.9 4 2.8 9 6.0 4 2.7 19 4.0

백화 2 5.9 4 2.8 3 2.0 6 4.1 15 3.2

기타 2 5.9 6 4.2 12 8.0 11 7.5 31 6.5

계 34 100.0 143 100.0 150 100.0 147 100.0 474 100.0

Table 4-218. 연령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처

(단 : 명, %)

    학력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건강식품 문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학력을 가진 집

단에서는 ‘약국’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약국’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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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문 매 3 12.5 24 13.0 20 8.8 2 5.3 49 10.3

약국 7 29.2 59 32.1 79 34.6 15 39.5 160 33.8

병원 1 4.2 14 7.6 9 3.9 0 0.0 24 5.1

건강식품 문 9 37.5 41 22.3 56 24.6 11 28.9 117 24.7

인터넷 0 0.0 2 1.1 11 4.8 2 5.3 15 3.2

홈쇼핑 1 4.2 21 11.4 20 8.8 2 5.3 44 9.3

형 할인마트 0 0.0 8 4.3 9 3.9 2 5.3 19 4.0

백화 0 0.0 4 2.2 9 3.9 2 5.3 15 3.2

기타 3 12.5 11 5.9 15 6.6 2 5.3 31 6.5

계 24 100.0 184 100.0 228 100.0 38 100.0 474 100.0

Table 4-219. 학력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처

(단 : 명, %)

    소득수 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500만원 이상의 소득수 을 가

진 집단에서만 ‘건강식품 문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소득 

집단에서는 모두 ‘약국’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수 이 증가할

수록 건강식품 구매처로서 ‘건강식품 문 ’이 차지하는 비 이 차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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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문 매 6 16.7 20 9.3 18 11.8 5 7.1 49 10.3

약국 9 25.0 79 36.6 55 36.2 17 24.3 160 33.8

병원 2 5.6 14 6.5 6 3.9 2 2.9 24 5.1

건강식품 문 8 22.2 52 24.1 34 22.4 23 32.9 117 24.7

인터넷 1 2.8 7 3.2 5 3.3 2 2.9 15 3.2

홈쇼핑 4 11.1 18 8.3 13 8.6 9 12.9 44 9.3

형 할인마트 2 5.6 7 3.2 6 3.9 4 5.7 19 4.0

백화 2 5.6 4 1.9 3 1.9 6 8.6 15 3.2

기타 2 5.6 15 6.9 12 7.9 2 2.9 31 6.5

계 36 100.0 216 100.0 152 100.0 70 100.0 474 100.0

Table 4-220. 소득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처

(단 : 명, %) 

    ⑪ 건강식품 구매의향

    건강식품에 한 구매의향을 조사해 본 결과, 체 응답자의 68.4%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31.6%만이 구매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는 40 가 구매의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내기는 했으나 이는 다른 연령 와 비교해 보았

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력수 에 따라서는 졸의 학력을 지닌 응답

자들이 가장 많은 구매의향을 보인 반면에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가장 은 구

매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한 구매의향이 

차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의향이 있음 284 70.1 258 66.6 542 68.4

구매 의향이 없음 120 29.9 129 33.4 249 31.6

계 404 100.0 387 100.0 791 100.0

Table 4-221.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의향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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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의향이 있음 56 65.9 173 71.5 166 68.9 147 65.5 542 68.4

구매 의향이 없음 29 34.1 69 29.5 74 31.1 77 34.5 249 31.6

계 85 100.0 242 100.0 240 100.0 224 100.0 791 100.0

Table 4-222. 연령별 건강식품 구매의향

(단 : 명,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의향이 있음 18 51.4 204 69.3 278 70.1 42 63.6 542 68.4

구매 의향이 없음 17 48.6 90 30.7 118 29.9 24 36.4 249 31.6

계 35 100.0 294 100.0 396 100.0 66 100.0 791 100.0

Table 4-223. 학력별 건강식품 구매의향

(단 : 명, %)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의향이 있음 43 63.2 252 66.2 171 71.3 76 73.3 542 68.4

구매 의향이 없음 25 36.8 128 33.8 69 28.7 27 26.7 249 31.6

계 68 100.0 380 100.0 240 100.0 103 100.0 791 100.0

Table 4-224. 소득수 별 건강식품 구매의향

(단 : 명, %)

    ⑫ 건강식품 구매 불의향 이유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체 응답

자의 27.3%가 ‘좋은 식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25.7%가 ‘별 효

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식품의 필요성에 한 인지부족

과 건강식품의 효능에 한 불신이 건강식품을 구매 불의향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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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좋은 식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으며, 남성의 경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효과가 없다 32 26.7 32 24.8 64 25.7

가격이 비싸다 19 15.8 9 6.9 28 11.2

부작용의 우려 4 3.3 6 4.7 10 4.0

충분히 건강함 15 12.5 27 20.9 42 16.9

심이 없음 10 8.3 22 17.1 32 12.9

식생활로 해결 가

능
39 32.5 29 22.5 68 27.3

기타 1 0.8 4 3.1 5 2.0

계 120 100.0 129 100.0 249 100.0

Table 4-225. 성별에 따른 건강식품 구매 불의향 이유

(단 : 명, %)

    연령에 따라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

었지만, 20 의 경우 ‘건강식품 자체에 별 심이 없기 때문에,’ 30 의 경우 ‘좋은 식생활만으

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40 와 50  이상의 경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 별로 구매 불의향 이유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 불의향 이유로서 ‘건강식품 자체에 심이 

없기 때문에’가 차지하는 비 이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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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효과가 없다 5 17.2 15 21.7 23 31.2 21 27.3 64 25.7

가격이 비싸다 3 10.3 8 11.6 8 10.8 9 11.7 28 11.2

부작용의 우려 1 3.4 2 2.9 2 2.7 5 6.5 10 4.0

충분히 건강함 4 13.8 15 21.7 9 12.2 14 18.2 42 16.9

심이 없음 8 27.6 9 13.0 8 10.8 7 9.1 32 12.9

식생활로 해결 가

능
6 20.7 20 28.9 22 29.7 20 25.9 68 27.3

기타 2 6.9 0 0.0 2 2.7 1 1.3 5 2.0

계 29 100.0 69 100.0 74 100.0 77 100.0 249 100.0

Table 4-226. 연령별 건강식품 구매 불의향 이유

(단 : 명, %)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학력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졸이하의 학력집단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졸과 졸의 경우 ‘좋은 식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이상의 경우 ‘효과가 없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 이

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효과가 없다 4 23.5 21 23.3 31 26.3 8 33.3 64 25.7

가격이 비싸다 5 29.4 9 10.0 14 11.9 0 0.0 28 11.2

부작용의 우려 0 0.0 5 5.6 3 2.5 2 8.3 10 4.0

충분히 건강함 3 17.6 17 18.9 19 16.1 3 12.5 42 16.9

심이 없음 1 5.9 12 13.3 15 12.7 4 16.7 32 12.9

식생활로 해결 가

능
4 23.5 25 27.8 32 27.1 7 29.2 68 27.3

기타 0 0.0 1 1.1 4 3.4 0 0.0 5 2.0

계 17 100.0 90 100.0 118 100.0 24 100.0 249 100.0

Table 4-227. 학력수 별 건강식품 구매 불의향 이유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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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학력집단간에 건강식품의 구매 불의향 이유가 약간씩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

력수 이 높아질수록 ‘ 재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사람

들의 비 이 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500만원 이상

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그리고 그 외의 소득집

단에서는 ‘좋은 식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 이 높아질수록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차지하는 

비 이 차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효과가 없다 5 20.0 28 21.9 21 30.4 10 37.0 64 25.7

가격이 비싸다 3 12.0 17 13.3 6 8.7 2 7.4 28 11.2

부작용의 우려 0 0.0 6 4.7 3 4.3 1 3.7 10 4.0

충분히 건강함 4 16.0 26 20.3 10 14.5 2 7.4 42 16.9

심이 없음 5 20.0 19 14.8 4 5.8 4 14.8 32 12.9

식생활로 해결 가

능
8 32.0 30 23.4 23 33.3 7 25.9 68 27.3

기타 0 0.0 2 1.6 2 2.9 1 3.7 5 2.0

계 25 100.0 128 100.0 69 100.0 27 100.0 249 100.0

Table 4-228. 소득수 별 건강식품 구매 불의향 이유

(단 : 명, %)

    ⑬ 건강식품에 한 인식  태도

    먼 , 건강식품에 한 인식과 련하여 응답자들은 설문지 1번 문항부터 13번 문항에 

해서 최  2.52부터 최고 3.97의 수를 보임으로써 반 으로 약간 정  혹은 약간 부정

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건강식품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와 ‘건강식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범 가 넓다’에 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다고 함으로써 약간 정 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에 해서는 약간 그 지 않다고 함으로써 약간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강식품에 한 태도(14번 문항)에 해서 응답자들은 약간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건강식품에 한 인식  태도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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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       항 평균 표 편차

1. 질병 방의 기능 3.14 0.94

2. 건강유지에의 효과 3.40 0.90

3. 특수한 양분을 얻는데 효과 3.25 0.94

4. 몸에 좋은 음식 3.19 0.91

5. 가격이 비싼 편임 3.97 0.90

6. 효능에 한 불신 2.97 0.86

7.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역할 2.52 0.98

8.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보유 3.21 1.09

9. 건강식품에 한 정보의 불신 2.90 0.96

10. 다양한 종류로 인해 선택의 범 가 넓음 3.59 0.99

11. 구입의 용이성 3.51 0.97

12. 부작용 유발의 가능성 존재 3.25 1.04

13. 건강식품 제조사에 한 불신 3.22 0.98

14. 건강식품에 한 호의  태도 2.92 0.92

Table 4-229. 건강식품에 한 인식  태도

  

     ㉮ 건강식품은 질병을 방하는 기능을 한다.

     ‘건강식품은 질병을 방하는 기능을 한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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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16

0.457 0.633남성 387 3.12

계 791 3.14

연령

20 85 2.99

1.830 0.140

30 242 3.07

40 240 3.22

50 224 3.18

계 791 3.14

학력

졸이하 35 3.34

0.379 0.824

고졸 294 3.14

졸  재학 396 3.13

학원졸  재학 66 3.06

계 791 3.14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29

0.922 0.430

100만원~300만원 380 3.09

300만원~500만원 240 3.19

500만원 이상 103 3.08

계 791 3.14

Table 4-230. ‘건강식품은 질병을 방하는 기능을 한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건강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건강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학력과 소득수 에 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 졸이하와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각각 고졸과 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과 300~500만원의 소득집단은 각각 100~300만원의 소득집단과 5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보다 건강식품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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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45

1.603 0.218남성 387 3.35

계 791 3.40

연령

20 85 3.41

0.225 0.879

30 242 3.41

40 240 3.40

50 224 3.38

계 791 3.40

학력

졸이하 35 3.54b

2.897 0.021*

고졸 294 3.30a

졸  재학 396 3.49b

학원졸  재학 66 3.24a

계 791 3.40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60b

3.001 0.030*

100만원~300만원 380 3.33a

300만원~500만원 240 3.50b

500만원 이상 103 3.31a

계 791 3.40

Table 4-231. ‘건강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에 한 집단간 인식

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특수한 양분을 얻는 데 효과 이다.

     건강식품은 특수한 양분을 얻는데 효과 이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

펴 본 결과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학력에 따라서만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 재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

단은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이 특수한 양분을 얻는 데 효과 이라고 인

식하는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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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8

1.527 0.218남성 387 3.22

계 791 3.25

연령

20 85 3.27

1.839 0.138

30 242 3.33

40 240 3.24

50 224 3.17

계 791 3.25

학력

졸이하 35 3.09a

3.651 0.006**

고졸 294 3.15a,b

졸  재학 396 3.35b

학원졸  재학 66 3.17a,b

계 791 3.25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25

1.468 0.222

100만원~300만원 380 3.19

300만원~500만원 240 3.34

500만원 이상 103 3.27

계 791 3.25

Table 4-232. ‘건강식품은 특수한 양분을 얻는 데 효과 이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p < 0.01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일단 먹어두면 몸에 좋은 것이다.

     ‘건강식품은 일단 먹어두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학력수 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은 일단 먹어

두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더불어, 반 으로 학

력이 높을수록 건강식품은 일단 먹어두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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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1

0.381 0.683남성 387 3.16

계 791 3.19

연령

20 85 3.20

0.394 0.757

30 242 3.13

40 240 3.18

50 224 3.25

계 791 3.19

학력

졸이하 35 3.54b

2.712 0.029*

고졸 294 3.27a,b

졸  재학 396 3.13a,b

학원졸  재학 66 2.98a

계 791 3.19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25

0.690 0.558

100만원~300만원 380 3.21

300만원~500만원 240 3.18

500만원 이상 103 3.08

계 791 3.19

Table 4-233. ‘건강식품은 일단 먹어두면 몸에 좋은 것이다’에 한 집단간 인식

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건강식품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학력

수 에 따른 집단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졸이하

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각각 고졸의 학력을 가진 집

단과 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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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97

0.513 0.599남성 387 3.97

계 791 3.97

연령

20 85 4.01

0.229 0.876

30 242 3.98

40 240 3.94

50 224 3.97

계 791 3.97

학력

졸이하 35 4.23b

2.653 0.032*

고졸 294 3.88a

졸  재학 396 3.98a

학원졸  재학 66 4.11b

계 791 3.9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97

0.671 0.570

100만원~300만원 380 3.97

300만원~500만원 240 4.01

500만원 이상 103 3.86

계 791 3.97

Table 4-234. ‘건강식품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의 효능은 체로 믿을만하지 못하다.

     ‘건강식품의 효능은 체로 믿을만하지 못하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성별과 연령, 소득에 따른 집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학력에 따른 집단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학력수 에 따른 집단에서는 

학교 재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 보다 더 건강식품의 

효능을 체로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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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98

0.039 0.962남성 387 2.97

계 791 2.97

연령

20 85 2.89

0.882 0.450

30 242 2.92

40 240 3.03

50 224 3.00

계 791 2.97

학력

졸이하 35 3.37a

2.478 0.043*

고졸 294 2.99a,b

졸  재학 396 2.91b

학원졸  재학 66 3.08a,b

계 791 2.97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15

1.057 0.367

100만원~300만원 380 2.93

300만원~500만원 240 3.01

500만원 이상 103 2.92

계 791 2.97

Table 4-235. ‘건강식품의 효능은 체로 믿을만하지 못하다’에 한 집단간 인

식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

식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학력에 따른 집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소득

수 에 따른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만원 이하의 소

득수 을 가진 집단은 100~300만원의 소득수 을 갖는 집단과 300~500만원의 소득수 을 가진 

집단 보다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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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54

1.734 0.177남성 387 2.47

계 791 2.52

연령

20 85 2.51

1.066 0.363

30 242 2.43

40 240 2.59

50 224 2.53

계 791 2.52

학력

졸이하 35 2.51

0.962 0.428

고졸 294 2.56

졸  재학 396 2.52

학원졸  재학 66 2.30

계 791 2.52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35a

2.843 0.037*

100만원~300만원 380 2.56b

300만원~500만원 240 2.55b

500만원 이상 103 2.36a,b

계 791 2.52

Table 4-236.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어떤 건강식품은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한다.

     ‘어떤 건강식품은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한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분류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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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3

0.965 0.381남성 387 3.20

계 791 3.21

연령

20 85 3.35

0.831 0.477

30 242 3.17

40 240 3.25

50 224 3.17

계 791 3.21

학력

졸이하 35 3.46

0.871 0.481

고졸 294 3.17

졸  재학 396 3.20

학원졸  재학 66 3.36

계 791 3.2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24

0.198 0.898

100만원~300만원 380 3.18

300만원~500만원 240 3.24

500만원 이상 103 3.26

계 791 3.21

Table 4-237. ‘어떤 건강식품은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한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

이

     ㉶ 건강식품에 한 정보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건강식품에 한 정보는 믿을만하지 못하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에 따라 분류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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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87

0.718 0.488남성 387 2.93

계 791 2.90

연령

20 85 2.76

0.888 0.447

30 242 2.89

40 240 2.94

50 224 2.93

계 791 2.90

학력

졸이하 35 3.09

1.352 0.249

고졸 294 2.88

졸  재학 396 2.88

학원졸  재학 66 3.05

계 791 2.90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2.99

0.775 0.508

100만원~300만원 380 2.86

300만원~500만원 240 2.91

500만원 이상 103 2.96

계 791 2.90

Table 4-238.  ‘건강식품에 한 정보는 믿을만하지 못하다’에 한 집단간 인식

차이

 a, b
 :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범 가 넓다.

     ‘건강식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범 가 넓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조사해 본 결과, 학력수 에 따른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학원 재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건강식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범 가 넓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

으로 학력수 이 낮을수록 그 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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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66

2.914 0.055남성 387 3.52

계 791 3.59

연령

20 85 3.55

1.028 0.380

30 242 3.51

40 240 3.66

50 224 3.63

계 791 3.59

학력

졸이하 35 3.91b

3.390 0.009**

고졸 294 3.66a,b

졸  재학 396 3.56a,b

학원졸  재학 66 3.30a

계 791 3.59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69

1.634 0.180

100만원~300만원 380 3.62

300만원~500만원 240 3.58

500만원 이상 103 3.46

계 791 3.59

Table 4-239. ‘건강식품은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범 가 넓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p < 0.01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성별에 따

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50  이상의 집단이 20 의 집단보다 건강식

품 구매 용이성에 해 약간 더 그 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 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건강식품구매가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력에 

따라서 는 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학교 재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학원 

재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더 건강식품의 구매가 용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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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60b

5.622 0.004**남성 387 3.42a

계 791 3.51

연령

20 85 3.34a

2.913 0.034*

30 242 3.43a,b

40 240 3.57a,b

50 224 3.60b

계 791 3.51

학력

졸이하 35 4.14b

6.165 0.001**

고졸 294 3.60a,b

졸  재학 396 3.41a

학원졸  재학 66 3.42a

계 791 3.51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59

0.772 0.510

100만원~300만원 380 3.49

300만원~500만원 240 3.53

500만원 이상 103 3.51

계 791 3.51

Table 4-240.  ‘건강식품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

이

 *
 p < 0.05, 

**
 p < 0.01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건강식품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분류한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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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9

1.035 0.356남성 387 3.20

계 791 3.25

연령

20 85 3.39

0.755 0.520

30 242 3.21

40 240 3.27

50 224 3.21

계 791 3.25

학력

졸이하 35 3.46

0.425 0.790

고졸 294 3.20

졸  재학 396 3.27

학원졸  재학 66 3.24

계 791 3.25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38

0.709 0.547

100만원~300만원 380 3.22

300만원~500만원 240 3.24

500만원 이상 103 3.28

계 791 3.25

Table 4-241. ‘건강식품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

이

     ㉺ 시 에 매되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시 에 매되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소득수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이하의 학력집단에 비해 그 이외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집단에 비해 100~300만원의 소득을 갖는 집단이 ‘시 에 매되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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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3.21

0.040 0.961남성 387 3.24

계 791 3.22

연령

20 85 3.14

1.925 0.124

30 242 3.14

40 240 3.25

50 224 3.33

계 791 3.22

학력

졸이하 35 3.71b

3.061 0.016*

고졸 294 3.21a

졸  재학 396 3.17a

학원졸  재학 66 3.38a

계 791 3.22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46b

3.503 0.015*

100만원~300만원 380 3.12a

300만원~500만원 240 3.31a,b

500만원 이상 103 3.24a,b

계 791 3.22

Table 4-242.  ‘시 에 매되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은 믿을 만하지 못

하다’에 한 집단간 인식차이

 *
 p < 0.05 ; 

a, b
 집단구분

     ㉻ 건강식품에 한 나의 태도는 호의 이다.

     건강식품에 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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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집단) 인원 평균 F 유의도

성별

여성 404 2.97

2.043 0.130남성 387 2.87

계 791 2.92

나이

20 85 2.72

1.403 0.240

30 242 2.93

40 240 2.96

50 224 2.94

계 791 2.92

학력

졸이하 35 3.06

1.242 0.292

고졸 294 2.97

졸  재학 396 2.91

학원졸  재학 66 2.71

계 791 2.92

소득수

100만원 이하 68 3.07

0.413 0.744

100만원~300만원 380 2.89

300만원~500만원 240 2.94

500만원 이상 103 2.90

계 791 2.92

Table 4-243. 성, 연령, 학력, 소득집단별 건강식품에 한 태도

   (다) 원자력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한 인식

    ① 원자력연구원의 연구활동에 한 인지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구활동에 해 응답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본 결과, ‘원자력의 안 성 향상을 한 제반 연구’(73.5%)와 ‘원자로  핵연료 기술

개발’(73.1%)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방사선 폐기물 리

기술 개발(63.6%), 방사선을 이용한 의학기술 개발(54.9%), 방사선을 이용한 우수 신품종 작물

개발(36.7%),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처리  가공기술 개발(36.5%) 등의 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반 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주로 원자

력 발 과 련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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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활동 인원(복수) 비율

원자로  핵연료 기술 개발 578 73.1

원자력의 안 성 향상을 한 제반연구 581 73.5

방사선 폐기물 리기술 개발 503 63.6

방사선을 이용한 우수 신품종 작물 개발 290 36.7

면역조  증진  항암치료 보조 건강기능 식품 개

발
244 30.8

간암 치료제 홀뮴-키토산 개발 124 15.7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처리  가공기술 개발 289 36.5

방사선을 이용한 의학기술 개발 434 54.9

Table 4-244. 원자력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활동에 한 인지

(단 : 명, %)

    ②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체 응답자

의 37.8%가 ‘기존의 기능성 식품에 비해 더 믿을만하다’고 인식했으며, 17.8%가 ‘기존의 기능성 

식품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인식했으며, 10.4%는 ‘기존의 식품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부정

이기보다는 정 인 경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수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은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0 ・30 보다 40 와 50  

이상이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을 ‘기존의 기능성식품에 비해 더 믿을 만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력에 있어서는, 모든 학력집단에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이 ‘기존의 다른 제품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수 에 해서는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

능성식품을 ‘기존의 다른 제품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차 많아지고 있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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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믿을만 한다 150 37.2 149 38.8 299 38.0

비슷하다 83 20.6 58 15.1 141 17.9

믿을만하지 못하다 41 10.2 41 10.7 82 10.4

잘 모르겠다 129 32.0 136 35.4 265 33.7

계 403 100.0 384 100.0 787 100.0

Table 4-245. 성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

(단 : 명, %)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믿을만 한다 28 32.9 76 31.5 105 43.9 90 40.5 299 38.0

비슷하다 20 23.5 43 17.8 47 19.7 31 14.0 141 17.9

믿을만하지 못하다 8 9.4 36 14.9 14 5.9 24 10.8 82 10.4

잘 모르겠다 29 34.1 86 35.7 73 30.5 77 34.7 265 33.7

계 85 100.0 241 100.0 239 100.0 222 100.0 787 100.0

Table 4-246.  연령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

(단 : 명,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믿을만 한다 14 40.0 98 33.7 165 41.8 22 33.3 299 38.0

비슷하다 3 8.6 51 17.5 75 19.0 12 18.2 141 17.9

믿을만하지 못하다 3 8.6 30 10.3 40 10.1 9 13.6 82 10.4

잘 모르겠다 15 42.9 112 38.5 115 29.1 23 34.8 265 33.7

계 35 100.0 291 100.0 395 100.0 66 100.0 787 100.0

Table 4-247. 학력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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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더 믿을만 한다 17 25.4 143 37.9 96 40.0 43 41.7 299 38.0

비슷하다 6 9.0 64 17.0 50 20.8 21 20.4 141 17.9

믿을만하지 못하다 10 14.9 36 9.5 17 7.1 19 18.4 82 10.4

잘 모르겠다 34 50.7 134 35.5 77 32.1 20 19.4 265 33.7

계 67 100.0 377 100.0 240 100.0 103 100.0 787 100.0

Table 4-248. 소득수 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에 한 인식

(단 : 명, %)

    ③ 기능성 식품에 한 구매의향

    면역력 강화나 항암치료를 목 으로 기능성 식품을 구매할 경우, 체 응답자의 47.9%가 

‘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했으며, 26.3%는 제조원에 상

없이 구매할 것이다,‘ 4.7%는 ’가  원자력연구소이외의 다른 제조원의 제품을 구매할 것

이다,‘ 그리고 나머지 18.8%는 ’구매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본 결과, 먼  성별에 있어서 여성과 남

성 모두 ‘가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 에 따라서는 40  이상이 20 와 30  보다 ‘가  원자력 연구

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

율은 차 감소하는 데 반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차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득수 에 있어서는 100~3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가  원자력 연구

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장 높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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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 남성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 구매
198 50.0 181 48.0 379 49.0

다른 제품을 구매 17 4.3 20 5.3 37 4.8

제조원 상 없이 구매 105 26.5 103 27.3 208 26.9

구매의사 없음 76 19.2 73 19.4 149 19.3

계 396 100.0 377 100.0 773 100.0

Table 4-249. 성별 면역력 강화와 항암치료를 목 으로 기능성 식품을 구매할 

의향

(단 : 명, %)

구  분
20 30 40 50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자력연구소에서 개

발된 제품 구매
30 35.3 98 41.4 132 56.4 119 54.8 379 49.0

다른 제품을 구매 3 3.5 15 6.3 11 4.7 8 3.7 37 4.8

제조원 상 없이 구매 29 34.1 66 27.8 55 23.5 58 26.7 208 26.9

구매의사 없음 23 27.1 58 24.5 36 15.4 32 14.7 149 19.3

계 85 100.0 237 100.0 234 100.0 218 100.0 773
1 0 0 .

0

Table 4-250. 연령별 면역력 강화와 항암치료를 목 으로 기능성 식품을 구매할 

의향

(단 : 명, %)

구  분
졸이하 고졸 졸(재) 학원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자력연구소에서 개

발된 제품 구매
19 54.3 147 51.6 184 47.4 29 44.6 379 49.0

다른 제품을 구매 1 2.9 11 3.9 20 5.2 5 7.7 37 4.8

제조원 상 없이 구매 10 28.6 73 25.6 113 29.1 12 18.5 208 26.9

구매의사 없음 5 14.3 54 18.9 71 18.3 19 29.2 149 19.3

계 35 100.0 285 100.0 388 100.0 65 100.0 773 100.0

Table 4-251. 학력별 면역력 강화와 항암치료를 목 으로 기능성 식품을 구매할 

의향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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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자력연구소에서 개

발된 제품 구매
22 34.4 196 52.7 116 49.6 45 43.7 379 49.0

다른 제품을 구매 0 0.0 18 4.8 11 4.7 8 7.8 37 4.8

제조원 상 없이 구매 20 31.3 93 25.0 63 26.9 32 31.1 208 26.9

구매의사 없음 22 34.4 65 17.5 44 18.8 18 17.5 149 19.3

계 64 100.0 372 100.0 234 100.0 103 100.0 773 100.0

Table 4-252. 소득수 별 면역력 강화와 항암치료를 목 으로 기능성 식품을 구매

할 의향

(단 : 명, %)

  (2) RT/BT 이용 개발기술/신재품 시장 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가) 피부 리

    ① 피부고민 경험

    먼 , 응답자들의 피부고민 경험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 , 30 , 40  모두에서 약 

85%의 응답자들이 피부고민을 ‘약간’ 는 ‘많이’ 해 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령층 에서도 20 가 피부문제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합계

  없다     1.1%      1.1%      8.7%      2.4%

  거의 없다    9.6%     13.0%      13.0%      11.4%

  약간 있다   40.0%    45.8%      53.6%     44.5%

  많이 있다   48.5%    39.1%      22.5%     40.5%

  잘 모르겠다    0.8%      1.1%       2.2%        1.1%

  합       계
  365명

100%

   284명

100%

   138명

100%

    787명

100%

Table 4-253. 연령에 따른 피부고민 경험

    한 학력에 따른 피부고민 정도를 살펴보면, 졸이하를 제외한 모든 학력에 있어서 약 

80%이상의 응답자들이 피부고민을 ‘약간’ 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고민

을 많이 한 응답자들 에서는 고졸(32.8%)과  졸 는 학 재학(41.8%)의 응답자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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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졸 는 재학 인 응답자들(52.7%)의 경우 피부고민경험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구   분  졸이하 고졸
학졸 는 

재학

 학 원 졸 

는 재학
합계

  없다   13.3%    4.1%      1.4%      2.7%   2.4%

  거의 없다   20.0%   12.3%   11.2%       9.5%     11.5%

  약간 있다   20.0%   49.2%  45.0%      32.4%   44.4%

  많이 있다    40.6%   32.8%   41.8%      52.7% 40.6%

  잘 모르겠다   6.7%   1.5%    0.6%          2.7%    1.1%

  합       계
  15명

100%

 195명

100%

 500명

100%

   74명

100%

 784명

100%

Table 4-254. 학력에 따른 피부고민경험

    더불어, 직업에 따른 피부고민 경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직업범주에 있어서 80%이상의 응

답자들이 피부고민을 ‘약간’ 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고민을 많이 하는 

응답자들 에서 직장인(38.9%)과 학생(48.2%)은 주부(28.9%)에 비해서 피부고민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없다   3.6%     0.9%       3.0%    0.0%    2.4%

  거의 없다   9.6%    10.5%   15.7%     10.6%     11.5%

  약간 있다  45.9%    39.5%   51.8%      33.3%  44.5%

  많이 있다  38.9%   48.2%  28.9%     56.1%   40.5%

  잘 모르겠다    2.0%       0.9%    0.5%     0.0%      1.1%

  합       계
 365명

100%

  220명

100%

 197명

100% 

  66명

100%

 786명

100%

Table 4-255. 직업에 따른 피부고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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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부 리에 유용한 정보원

    응답자들은 피부 리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정보원으로 ‘주 사람’(24%), ‘여성잡

지’(19.6%), ‘화장품 매원’(14.9%), 그리고 ‘인터넷’(14.6%)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이를 먼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 와 30 에게 있어서 피부 리에 가장 유용한 정보원

은 ‘주 사람’(약 26%)이었으며, 40 의 경우는 ‘화장품 매원’(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20 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잡지’(23.8%)와 ‘인터넷’(22.0%)이, 30 의 경우 ‘여성잡

지’(17.8%)와 ‘화장품 매원’(17%)이, 그리고 40 의 경우에는 ‘주 사람’(13.9%)과 ‘피부 리

실’(13%)이 그 다음으로 유용한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주 사람’과 ‘여성잡지’가 차지하는 비 이 낮아지는 반면에 ‘인터넷’

이 차지하는 비 은 어진다는 것이다.

    

구 분 20 30 40 계 

주 사람 26.3% 26.1% 13.9% 24.3%

 여성잡지 23.8% 17.8% 11.1% 19.6%

 TV 3.4% 9.1% 11.1% 6.7%

 신문 .6% 5.0% 4.6% 2.8%

 인터넷 22.0% 10.0% 2.8% 14.6%

 화장품 매원 6.8% 17.0% 34.3% 14.9%

 피부 리실 5.0% 9.5% 13.0% 7.9%

 피부과병원 11.5% 4.1% 8.3% 8.3%

 기타 0.6% 1.2% 0.9% 0.9%

 합  계
323명

100.0%

241명

100.0%

108명

100.0%

672명

100.0%

Table 4-256. 연령별 피부 리에 가장 유용한 정보원

    한 학력별로 피부 리에 가장 유용한 정보원을 살펴 보면, 먼  고졸 그리고 학원 졸 

는 학원 재학의 경우는 ‘여성잡지’(19.3%)가, 졸 는 학 재학의 경우는 ‘주 사람’이 

가장 유용한 피부 리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졸의 경우 ‘화장품 매원’(27.3%), 

‘주 사람’(13.0%), ‘피부 리실’(13.0%)이, 졸 는 재학의 경우는 ‘여성잡지’와 ‘인터넷’이 그

리고 학원 졸 내지 재학의 경우는 ‘주 사람’과 ‘인터넷’이 부가 으로 유용한 피부 리 정보

원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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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하는 비 이 많아지는 반면에 ‘화장품 매원’이 차지하는 비 은 차 어진다는 것

이다.  

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재학

학 원 졸 

는 재학 
계

주 사람 18.2% 13.0% 29.0% 22.2% 24.4%

 여성잡지 9.1% 19.3% 19.1% 27.0% 19.7%

 TV 18.2% 11.2% 5.3% 3.2% 6.7%

 신문 0.0% 1.9% 3.2% 3.2% 2.8%

 인터넷 0.0% 5.6 % 17.5% 19.0% 14.5%

 화장품 매원 45.5% 27.3 %    10.6% 6.3% 14.8%

 피부 리실 0.0% 13.0%     6.7% 4.8% 7.9%

 피부과병원 9.1%     6.8% 8.1% 12.7% 8.2%

 기타 0.0% 1.9% 0.5% 1.6% 0.9%

 합  계
11명

100.0%

161명

100.0%

434명

100.0%

63명

100.0%

669명

100.0%

Table 4-257. 학력별 피부 리에 가장 유용한 정보원

    직업별 가장 유용한 피부 리 정보원을 살펴 본 결과, 먼  직장인과 학생의 경우에는 ‘주

사람’(각각 22.9%와 30.4%)이,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에는 ‘화장품 매원’(24.2%)이 가장 유

용한 피부 리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여성잡지’(18.6%)와 ‘화장품 

매원’(18.6%)이, 학생의 경우 ‘여성잡지’(23.7%)와 ‘인터넷’(22.7%)이,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주 사람’(20.5%)과 ‘여성잡지’(15.5%)가 그 다음으로 유용한 피부 리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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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계

 주 사람  22.9% 30.4% 20.5% 20.7% 24.3%

 여성잡지  18.6% 23.7% 15.5% 22.4% 19.7%

 TV  6.6% 3.1% 11.8% 5.2% 6.7%

 신문 3.9% 0.5% 5.0% 0.0% 2.8%

 인터넷 14.3% 22.7% 5.6% 13.8% 14.6%

 화장품 매

원
18.6% 3.6% 24.2% 8.6% 14.8%

 피부 리실 7.8% 3.6% 11.2% 13.8% 7.9%

 피부과병원 7.0% 11.9% 5.0% 12.1% 8.3%

 기타 0.4% 0.5% 1.2% 3.4% 0.9%

 합 계
258명

100%

194명

100%

161명

100%

58명

100%

671명

100%

Table 4-258. 직업별 가장 유용한 피부 리 정보원

    ③ 피부고민해결 노력정도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를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살펴 본 결과,  

먼  연령에 있어서 20 는 1 에서 7 까지의 척도상에서 4.03을, 30 는 3.93을, 40 는 3.83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반 으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한 연령 에 따라서 그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F=0.79, df=2, p>0.05). 그러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연령 가 높을수록 피부고

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학력에 따라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를 살펴보면, 졸이하의 경우 

3.36, 고졸의 경우 3.78, 졸 는 재학은 3.97,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은 4.40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반 으로 응답자들은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한 학력에 따라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F=3.31, df=3, p<.05).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에 있어서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검정(Scheffe Test)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 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그 외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을 더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학원졸 는 재학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그 이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

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자들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

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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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F p

 연령

   20 3.83

 0.79 .46   30 3.93

   40 4.03

 학력

   졸이하 3.36

 3.31 .02*
   고졸 3.78

   졸 는 학재학 3.97

   학원졸 는 재학 4.40

 직업

   학생 4.11

 3.52 .015*
   직장인 3.99

   업주부 3.93

   기타 3.41

Table 4-259.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피부고민해결 노력정도

  * p<.05에서 유의미함.

    더불어 직업에 따라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를 살펴보면, 직업에 따라서 피

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F=3.52, 

df=3, p<0.05). 구체 으로 업주부의 경우 7  척도 상에서 3.93, 직장인의 경우 3.99, 학생의 

4.11, 그리고 기타의 경우 3.41을 보임으로써 반 으로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을 그

리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업간의 차이를 사후검정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 

업주부, 직장인,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한 노력정도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기타직업을 가진 응답자들만이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서 그 노력

정도가 더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④ 피부 리에 있어서 화장품의 도움정도

    피부 리에 있어서 화장품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연령별, 학력별, 직업 별로 살펴 본 

결과, 먼  연령에 해서는 각 연령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1, df=2, p>.05). 구체 으로, 7  척도 상에서 20 의 경우 4.52, 30 의 경우 4.65, 그리

고 40 의 경우 4.68을 보임으로써 화장품이 피부 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연령

간에 서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학력별로 피부 리에 있어서의 화장품의 기여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각 학력집단간에

는 그 정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6, df=3, p>.05). 구체 으로 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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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응답자들은 4.09, 고졸은 4.55, 졸 는 학재학은 4.59, 학원졸 는 재학은 4.78을 

보임으로써 반 으로 각 학력집단은 화장품이 피부 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화장품이 피부 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직업집단별로 피부 리에 있어서의 화장품의 기여정도를 살펴 본 결과, 직업집단간

에는 그 기여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0, df=3, p<.05). 구체

으로, 직장인의 경우 4.53, 학생의 경우 4.60, 업주부의 경우 4.81, 그리고 기타의 경우 4.22

를 보임으로써 반 으로 각 집단들은 화장품이 피부 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사후검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직장

인, 학생, 업주부는 기타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그 도움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   분 평균 F p

연령

   20 4.52

 1.01 .36   30 4.65

   40 4.68

학력

   졸이하 4.09

1.06 .37
   고졸 4.55

   졸 는 학재학 4.59

   학원졸 는 재학 4.78

직업

   학생 4.60

 3.50 .02*
   직장인 4.53

   업주부 4.81

   기타 4.22

Table 4-260. 연령, 학력, 직업별 피부 리에 있어서 화장품의 기여정도

   * p<.05에서 유의미함.

   (나) 화장품 이용행태

    ①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을 연령, 학력,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먼  연령과 련하여 살

펴보면 화장품 구매 시 20 에서는 ‘제품의 효능,’ 30 에서는 ‘가격,’ 그리고 40  이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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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품의 효능’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

와 40 에서는 ‘ 랜드’와 ‘가격’이, 30 에서는 ‘제품의 효능’과 ‘ 랜드’가 그 다음으로 많이 

고려되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연령에 상 없이 

반 으로 화장품 구매 시 ‘가격,’ ‘ 랜드,’ ‘제품의 효능’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구   분  20 30 40 체

  가격 153 295 99 547

  랜드 232 159 64 455

  제품의 효능 333 260 130 723

  제조회사 95 88 52 235

  제품의 향 99 74 34 207

  제품의 양 36 29 22 87

  용기디자인 21 19 4 44

  물 16 20 2 38

  기타 2 4 3 9

  합계 1087 848 410 2345

Table 4-261. 연령별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복수응답)

(단 : 명)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을 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학력집단에서 ‘제품의 효능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20 와 30 의 경우 각각 30.6%가 그리

고 40 의 경우 31.7%가 화장품 구매시 ‘제품의 효능’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한 제품의 효능 다음으로 ‘가격’과 ‘ 랜드’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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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학졸 

는 학재

학

학 원 졸 

는 재학
 체

  가격 10 130 351 53 554

  랜드 4 99 296 53 452

  제품의 효능 13 178 458 62 711

  제조회사 7 69 139 19 234

  제품의 향 4 56 137 10 207

  제품의 양 3 30 46 8 87

  용기디자인 1 10 32 1 44

  물 0 10 24 4 38

  기타 1 1 6 1 9

  합계 43 583 1489 221 2336

Table 4-262. 학력별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복수응답)

(단 : 명)

    더불어,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을 직업별로 살펴 본 결과, 모든 직업집단에서 화장품 구

매 시 고려하는 요인  ‘제품의 효능’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의 경우 31.3%가, 학생의 경우 30.4%가,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32.0%가 화장품 구매 시 ‘제

품의 효능’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과 ‘ 랜드’의 순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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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가격 196 162 143 45 501

  랜드 170 143 98 33 444

  제품의 효능 279 200 182 62 723

  제조회사 98 51 62 23 234

  제품의 향 73 58 56 20 207

  제품의 양 36 19 44 5 104

  용기디자인 20 12 9 3 44

  물 16 10 10 2 38

  기타 4 2 2 1 9

  합계 892 657 589 194 2332

Table 4-263. 직업별 화장품 구매 시 고려요인(복수응답)

(단 : 명)

    ② 화장품에 한 정보원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먼  연령별로 살펴 보면,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응답

자들이 화장품에 한 정보원으로서 ‘주 사람’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20 의 경우 27.9%

가, 30 의 경우 27.6%가, 그리고 40 의 경우 26.0%의 응답자들이 화장품에 한 정보를 ‘주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사람 다음으로 20 의 경우에는 ‘여성잡지’

와 ‘인터넷,’ 30 의 경우 ‘여성잡지’와 ‘화장품 매원,’ 그리고 40 의 경우 ‘화장품 매원,’ ‘여

성잡지,’ 그리고 ‘TV’로부터 화장품에 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에서는 다

른 연령 에 비해 ‘인터넷’이 화장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한 소스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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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합계

  주 사람  229 183 86 498

  여성잡지 194 139 50 383

  TV 94 92 50 236

  신문 16 30 20 66

  인터넷 158 66 8 232

  화장품 매원 77 102 82 261

  화장품회사 사보  단

지
48 45 32 125

  기타 6 5 3 14

  합계 822 662 331 1815

Table 4-264. 연령별 화장품에 한 정보원(복수응답)

(단 : 명)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학력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졸이하의 응답자들을 제외한 나머

지 모든 집단에서 ‘주 사람’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고졸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의 경우 24.5%가, 졸 는 학재학의 경우 29.1%가,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 27.5%가 화장품에 한 정보를 ‘주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 사람 다음으로는 고졸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들의 경우 ‘여성잡지’와 ‘화장품 매원’

으로부터, 졸 는 학재학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는 ‘여성잡지’와 ‘인터넷’으로

부터 화장품에 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화장품에 한 정

보를 얻기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 학력집단에 상

없이 ‘TV’나 ‘신문’과 같은 매체는, 특히 ‘신문’은 화장품에 한 정보를 얻기 한 소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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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재학

학원졸 

는 재

학

합계

  주 사람 5 114 333 46 498

  여성잡지 6 93 248 33 380

  TV 3 69 150 14 236

  신문 1 15 42 2 60

  인터넷 1 30 161 39 231

  화장품 매원 11 96 133 19 259

  화장품회사 사보  단

지
1 44 74 6 125

  기타 1 5 5 3 14

  합계 29 466 1146 167 1808

Table 4-265. 학력별 화장품에 한 정보원(복수응답)

(단 : 명)

    직업별로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 본 결과, 모든 직업집단에 있어서 ‘주 사람’이 가

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직장인의 경우 26.2%, 학생의 경우 29.6%

가, 업주부의 경우 26.9%가, 그리고 기타의 경우 27.9%가 화장품에 한 정보를 주 사람으

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장인의 경우 ‘주 사람’ 이외에 ‘여성잡지’와 ‘화장품

매

원‘으로부터, 학생의 경우 ‘여성잡지’와 ‘인터넷’으로부터,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여성

잡지’와 ‘TV’로부터 화장품에 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직업구분에 있

어서 주 사람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화장품에 한 정보원은 ‘여성잡지’ 으며, 그 이외

에도 특히 직장인에게 있어서는 ‘화장품 매원’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이, 그리고 주부

에게 있어서는 ‘TV’가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는 화장품에 한 정보원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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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주 사람 184 145 128 41 498

  여성잡지 148 115 90 29 382

  TV 92 51 76 17 236

  신문 21 13 28 4 66

  인터넷 76 100 30 26 232

  화장품 매원 123 39 54 16 232

  화장품회사 사보  단

지
54 23 39 9 125

  기타 5 4 2 3 14

  합계 703 490 475 147 1815

Table 4-266. 직업별 화장품에 한 정보원(복수응답)

(단 : 명) 

   ③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새로운 화장품의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먼  연령에 따라서는 20 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30.6%)이 그리고 30 와 40 의 경우 

‘샘 사용경험’(각각 27.9%와 33.6%)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

의 경우 ‘샘 사용경험’(27.3%)과 ‘주 의 권유’(22.9%)가, 30 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26.1%)

과 ‘주 의 권유’(18.7%)가, 그리고 40 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21.9%)과 ‘ 매원의 권

유’(13.9%)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 에서 견본제품의 ‘사용경험’이나 ‘사용자의 경험담’이 새로운 화장품에 한 구매결정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결과들 의 하나는 연령 가 

낮아질수록 ‘주 의 권유’나 ‘사용자의 경험담’이 차지하는 비 이 많아졌다는 과 연령 가 

높아질수록 ‘ 매원의 권유’와 ‘샘 사용경험’의 비 이 많아졌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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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체

  주 의 권유  22.9% 18.7% 13.9% 19.8%

  매원의 권유  12.7% 15.9% 21.9% 15.5%

  고 2.8% 4.2% 1.5% 3.1%

  사용자의 경험담 30.6% 26.1% 21.9% 27.5%

  샘 사용경험 27.3% 27.9% 33.6% 28.6%

  의사나 약사의 권유 1.7% 1.1% 2.2 1.5%

  피부 리사의 권유 1.1% 4.6% 5.1% 3.1%

  기타 1.1% 1.4% 0.0% 1.0%

  합계
363명

100%

283명

100%

137명

100%

783명

100%

Table 4-267. 연령별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졸이하의 학력

을 가진 집단에서는 ‘ 매원의 권유’(28.6%)와 ‘샘  사용경험’(28.6%)이, 고졸과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는 ‘샘 사용경험’(각각 32.8%와 32.9%)이, 그리고 졸 는 학재학의 경우는 

‘사용자의 경험담’(28.7%)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외에도 고졸

집단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24.1%)과 ‘ 매원의 권유’(20.0%)가, 졸 는 학재학의 경우 

‘샘 사용경험’(26.3%)과 ‘주 의 권유’(22.3%)가,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는 ‘사용자

의 경험담’(30.1%)과 ‘주 의 권유’(21.9%)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모든 학력집단에서 공통으로 ‘사용자의 경험담’과 ‘샘 사용경험’이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다. 더불

어 주목할 만한 결과들 의 하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 매원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 이 

 어지는 반면에 ‘사용자의 경험담’이 차지하는 비 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 고’가 차지하는 비 은 부분의 학력집단에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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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재학

학 원 졸 

는 재학
 체

  주 의 권유 7.1% 13.8% 22.3% 21.9% 19.9%

  매원의 권유 28.6% 20.0% 14.1% 9.6% 15.4%

  고 0.0% 2.1% 3.4% 4.1% 3.1%

  사용자의 경험담 14.3% 24.1% 28.7% 30.1% 27.4%

  샘  사용경험 28.6% 32.8% 26.3% 32.9% 28.6%

  의사나 약사의 권유 0.0% 2.1% 1.6% 0.0% 1.5%

  피부 리사의 권유 14.3% 4.6% 2.4% 1.4% 3.1%

  기타 7.1% 0.5% 1.2% 0.0% 1.0%

  합계
14명

100%

195명

100%

498명

100%

73명

100%

780명

100%

Table 4-268. 학력별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업별로 살펴 본 결과, 직장인과 업주

부의 경우 ‘샘 사용경험’(각각 29.5%와 31.6%)이 그리고 학생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31.2%)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장인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

담’(22.2%)과 ‘ 매원의 권유’(18.9%)나 ‘주 의 권유’(18.5%), 학생의 경우 ‘주 의 권유’(27.5%)

와 ‘샘

사용경험’(27.1%),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담’(28.6%)과 ‘주 의 권유’(14.8%)

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직업

에서 공통 으로 ‘사용자의 경험담’과 ‘샘 사용경험’이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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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주 의 권유 18.5% 27.5% 14.8% 15.2% 19.8%

  매원의 권유 18.9% 10.1% 13.8% 21.2% 15.3%

  고 4.3% 1.8% 3.1% 1.5% 3.1%

  사용자의 경험담 22.2% 31.2% 28.6% 36.4% 27.5%

  샘 사용경험 29.5% 27.1% 31.6% 21.2% 28.6%

  의사나 약사의 권유 3.0% 0.5% 0.5% 1.5% 1.5%

  피부 리사의 권유 3.0% 0.9% 6.1% 1.5% 3.1%

  기타 0.7% 0.9% 1.5% 1.5% 1.0%

  합계
302명

100%

218명

100%

196명

100%

66명

100%

782명

100%

Table 4-269. 직업별 새로운 화장품 구매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④ 화장품 구매처

    응답자들이 주로 화장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는 지를 살펴 본 결과, ‘화장품 할인매장’(35%), 

‘백화 ’(28%), ‘TV홈쇼핑 는 인터넷쇼핑’(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연령별로 살

펴보면, 20 와 30 의 경우 ‘화장품 할인매장’(33.5%, 35.6%), ‘백화 ’(28.8%, 28.9%), ‘TV홈쇼

핑 는 인터넷쇼핑’(20.9%, 12.7%)의 순으로, 40 의 경우 ‘화장품 할인매장,’ ‘백화 ,’ 그리고 

‘방문 매’의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결과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의 경우 연령 가 높아짐에 따라 차지하는 비 이  어지는 반면

에 ‘방문 매’의 경우 연령 가 높아짐에 따라 차지하는 비 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는 이다. 



- 732 -

구   분  20 30 40 합계

  화장품 할인매장 33.5% 35.6% 38.0% 35.0%

  백화 28.8% 28.9% 24.8% 28.2%

  방문 매 3.3% 10.6% 24.1% 9.6%

  형할인마트 1.4% 5.6% 2.9% 3.2%

  TV홈쇼핑 는 인터넷 쇼

핑
20.9% 12.7% 5.8% 15.3%

  병원 는 피부 리실 2.5% 2.1% 2.2% 2.3%

  본인이 직  구입 안함 7.4% 2.1% 0.7% 4.3%

  기타 2.2% 2.5% 1.5% 2.2%

  합계
364명

100%

284명

100%

137명

100%

785명

100%

Table 4-270. 연령에 따른 화장품 구매처 

    화장품 구매 장소를 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 졸이하의 응답자들의 경우 ‘화장품 할인매

장’(57.1%), ‘방문 매’(28.6%), ‘백화 ’ 는 ‘ 형할인마트’(각각 7.1%)의 순으로, 고졸의 경우 

‘화장품 할인매장’(46.2%), ‘방문 매’(19.0%), ‘백화 ’(18.5%)의 순으로, 졸 는 재학의 경우 

‘화장품 할인매장’(31.7%), ‘백화 ’(29.9%), ‘TV홈쇼핑 는 인터넷 쇼핑’(17.8%)의 순으로, 그리

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 ‘백화 ’(44.6%), ‘화장품 할인매장’( 25.7%), ‘TV홈쇼핑 는 인

터넷쇼핑’(20.3%)으로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화장품 할인매장’과 ‘방문 매’가 차지하는 비 이  어

지는 반면에 ‘백화 ’과 ‘TV홈쇼핑 는 인터넷 쇼핑’이 차지하는 비 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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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

재학

학원졸 

는 재

학

 합계

  화장품 할인매장 57.1% 46.2% 31.7% 25.7% 35.2%

  백화 7.1% 18.5% 29.9% 44.6% 28.0%

  방문 매 28.6% 19.0% 6.2% 2.7% 9.5%

  형할인마트 7.1% 2.6% 3.6% 1.4% 3.2%

  TV홈쇼핑 는 인터넷 쇼

핑
0.0% 8.2% 17.8% 20.3% 15.3%

  병원 는 피부 리실 0.0% 2.1% 2.8% 0.0% 2.3%

  내가 직  구입 안함 0.0% 1.0% 5.8% 4.1% 4.3%

  기타 0.0% 2.6% 2.2% 1.4% 2.2%

  합계
14명

100%

195명

100%

499명

100%

74명

100%

782명

100%

Table 4-271. 학력에 따른 화장품 구매처

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화장품 할인매장 37.3% 31.5% 37.8% 28.8% 35.1%

  백화 25.7% 31.5% 27.6% 28.8% 28.1%

  방문 매 13.2% 1.4% 12.2% 12.1% 9.6%

  형할인마트 4.0% 1.8% 4.6% 0.0% 3.2%

  TV홈쇼핑 는 인터넷 쇼

핑
13.2% 20.1% 10.2% 24.2% 15.3%

  병원 는 피부 리실 2.0% 2.3% 3.6% 0.0% 2.3%

  내가 직  구입 안함 2.3% 9.1% 2.0% 4.5% 4.3%

  기타 2.3% 2.3% 2.0% 1.5% 2.2%

  합계
303명

100%

219명

100%

196명 

100%

66명

100%

784명

100%

Table 4-272. 직업에 따른 화장품 구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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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화장품 구매장소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직장인, 학생 업주부 모두에서 ‘화장품할인

매장’과 ‘백화 ’이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장인의 경우 ‘방문

매’(13.2%)와 ‘TV홈쇼핑 는 인터넷쇼핑’(13.2%)이, 학생의 경우 ‘TV홈쇼핑 는 인터넷쇼

핑’(20.1%)이,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방문 매’(12.2%)가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  정보원

    ①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를 살펴 본 

결과 체 응답자들  약 30% 정도만이 ‘들어 본 이 있고’ 70%정도는 ‘들어본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

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를 연령과 련하여 살펴본 결과, 그 비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연령 가 높을수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해서 들어 

본 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20 의 경우 30.0%, 30 의 경우 27.5%, 그리고 40

의 경우 26.1% 만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해서 들어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 30 40  합계

   들어본 이 있다  30.0% 27.5% 26.1%  28.4%

   들어본 이 없다  70.0% 72.5% 73.9%  71.6%

   합계
363명

100%

284명

100%

138명

100%

785명

100%

Table 4-273. 연령에 따른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지여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지여부를 학력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졸이하를 제외

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지비 에 차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 으로, 고졸의 경우 17%, 졸 는 학재학의 경우 31.1%, 그리고 학

원졸 는 재학의 경우 39.2%의 응답자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해서 ‘들어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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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재학

 학 원 졸 

는 재학
 합계

 들어본 이 있다  33.3% 17.0% 31.1% 39.2% 28.4%

 들어본 이 없다  66.7% 83.0% 68.9% 60.8% 71.6%

 합계
 15명

100%

194명

100%

499명

100%

74명

100%

782명

100%

Table 4-274. 학력에 따른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지여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30.1%) 제

시된 모든 직업집단 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해서 가장 많이 들어 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장인(28.1%),, 그리고 업주부(24.9%)의 순으로  그 비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들어본 이 있다  28.1% 30.1% 24.9% 34.8%  28.4%

  들어본 이 없다  71.9% 69.9% 75.1% 65.2% 71.6%

  합계
302명

100%

219명

100%

197명

100%

66명

100%

784명

100%

Table 4-275. 직업에 따른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노출여부

    ②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체 으로 살펴보면, ‘TV’(18.1%)가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 ‘주 사람’(16.3%), ‘여성잡지’(15.9%), ‘신문’(14.7%)이 많

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 있어서 ‘TV’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

으로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20 는 19.2%, 30 는 26.8%, 

40 는 2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20 의 경우 ‘신문’(18.6%)과 ‘여성잡

지’(15.0%)가, 30 의 경우 ‘주 사람’(18.6%)과 ‘여성잡지’(18.6%)가, 그리고 40 의 경우 ‘화장

품 매원’(20.0%)과 ‘주 사람’(17.5%)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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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합계

  주 사람  14.2% 18.6% 17.5% 16.3%

  여성잡지 15.0% 18.6% 12.5% 15.9%

  TV 19.2% 26.8% 27.5% 28.1%

  신문 18.6% 11.7% 10.0% 14.7%

  인터넷 9.8% 7.0% 0.0% 7.2%

  화장품 매원 6.2% 5.8% 20.0% 8.4%

  화장품회사 사보  단

지
5.3% 5.8% 10.0% 6.3%

  기타 3.2% 5.8% 2.5% 3.3%

  합계
113명

100%

86명

100%

40명

100%

239명

100%

Table 4-276. 연령별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

보원으로서 ‘TV’가 차지하는 비 이 많아졌으며 ‘신문’과 ‘인터넷’의 경우 그 차지하는 비 이 

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력별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살펴 본 결과, 졸이하의 경우 ‘화

장품 매원’(57.1%)이, 고졸과 졸 는 학재학의 경우 ‘TV’(각각 29.3%, 29.7%)가,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는 ‘여성잡지’(25.0%)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졸의 경우 ‘여성잡지’(14.7%)와 ‘화장품 매원’(14.6%)이, 졸 는 학재학의 경

우 ‘주 사람’(18.5%)이, 그리고 학원졸 는 재학의 경우 ‘신문’(21.4%)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으로서 ‘여성잡지’가 차지하는 비 이 차 많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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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재학

학원졸 

는 재

학

합계

  주 사람  0.0% 12.2% 18.5% 14.3% 16.4%

  여성잡지 0.0% 14.7% 14.9% 25.0% 15.6%

  TV 28.6% 29.3% 29.7% 17.8% 28.2%

  신문 0.0% 17.1% 14.8% 21.4% 14.7%

  인터넷 0.0% 4.9% 6.8% 3.6% 7.2%

  화장품 매원 57.1% 14.6% 4.9% 7.1% 8.4%

  화장품회사 사보  단지 0.0% 7.3% 6.2% 7.1% 6.3%

  기타 14.3% 4.9% 2.5% 3.6% 3.4%

  합계
7명

100%

41명

100%

162명

100%

28명

100%

238명

100%

Table 4-277. 학력별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

  

    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업에 있어서 

‘TV’(직장인 28.5%, 학생 27.9%, 업주부 26.0%)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11.7%), 홈쇼핑(5.9%), 고(10.5%)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TV’내용 에서도 로그램

이 차지하는 비 이 반 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외에는 직장인과 업주부의 경우 ‘주 사

람’(각각17.9%, 20.4%)과 ‘여성잡지’(각각 17.9%, 14.8%)가 그리고 학생의 경우 ‘신문’(19.1%)과 

‘여성잡지’(16.2%)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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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주 사람  17.9% 13.2% 20.4% 9.1% 16.3%

  여성잡지 17.9% 16.2% 14.8% 9.1% 15.9%

  TV 28.5% 27.9% 26.0% 31.8% 28.1%

  신문 11.6% 19.1% 11.1% 22.7% 14.7%

  인터넷 7.4% 10.3% 3.7% 4.5% 7.2%

  화장품 매원 8.4% 5.9% 13.0% 4.5% 8.4%

  화장품회사 사보  단지 5.3% 5.9% 7.4% 9.1% 6.3%

  기타 3.2% 1.5% 3.7% 9.1% 3.3%

  합계
95명

100%

68명

100%

54명

100%

22명

100%

239명

100%

Table 4-278. 직업별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정보원

   (라)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노출여부  정보원

    ①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노출여부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노출여부를 살펴본 결과, 체 응답자들의 5.9%만이 방사선 조사

기술에 해서 ‘들어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부분의 응답자들이 방사선 조사 기술

에 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도수(%)

   들어본  있다  46(5.9%)

   들어본  없다  741(94.1%)

   합계  787(100.0%)

Table 4-279.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여부

    ②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정보원

    방사선 조사기술에 해서 들어 본 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이에 한 

인지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주 사람’(27.3%)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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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잡지’(21.8%)와 ‘TV’(21.8%)가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방사선 조사기술 정보원  빈도수(%)

주 사람 15(27.3%)

여성잡지 12(21.8%)

TV 12(21.8%)

신문 9(16.3%)

인터넷 5(9.0%)

기타 2(3.6%)

합계 55(100%)

Table 4-280.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정보원 

    ③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용분야 

    방사선조사 기술에 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구체 인 응용분야 는 

사례를 물어본 결과, 15명의 응답자들  ‘식품 장/가공’을 제시한 사람이 8명, ‘암치료/방사

선과’ 등 의료용을 제시한 사람이 2명, 그리고 ‘피부과에서의 이 수술’ 이라고 응답한 사람

이 3명, 그리고 ‘화장품제조’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기술을  화장품과 련하여 인지하는 사람의 비 은 극히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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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수

식품 장/가공 8

암치료, 방사선과 2

피부과, 이 시술 3

화장품제조 1

도자기연 구분 1

 합  계 15명

Table 4-281. 방사선조사 기술의 응용분야

   (마)방사선기술 응용 화장품에 한 인상과 사용의향

    ① 방사선기술 응용 화장품에 한 인상

    우리가 어떤 상에 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  연상하는 것은 그 상과 련하여 자신

이 가장 의미있고 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에서 ‘인상(Impression)’은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을 살펴본 결과, 반 으로 

‘좋다’ ‘사고 싶다’ 등의 정 인 평가(24.8%)와 ‘ 심’ ‘기 ’ ‘희소식’ 등의 정  기 (22.4%)

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두려움’ ‘안정성’ ‘거부감’ 등

의 불안과 에 한 인상내용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외에도 은 비

이지만 기능이나 특성 등 반 인 특성(7.4%)과 구체 인 기능(6.7%)과 련된 정 인 인상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더불어 ‘믿음이 안감’ ‘생소함’ 등의 의문 내지 불신(7.4%), ‘가

격’(6.6%), ‘불필요’ ‘ 심없음’ 등의 냉소/부정 (1.9%)인상, 그리고 방사선과 련한  인상

(1.0%) 등 부정 인 인상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체 응답자의 약 67% 정도가 

정 인 인상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

은 반 으로 부정 인 경향보다는 정 인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 ,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 지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20 의 경우 ‘좋다’ ‘사고 싶다’ 등의 정 인 

평가와 ‘ 심’ ‘기 ’ ‘희소식’ 등의 정 인 기 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모든 연령 에서 불안/ 의 인상내용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비 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 가 낮아질수록 ‘좋다’ ‘사고 싶다’등의 정  평가가 차 많은 비 을 차지한 반면에 

연령 가 높아질수록 ‘ 심’ ‘기 ’ ‘희소식’ 등의 정  기 가 차지하는 비 이 차 많아지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연령 가 낮아질수록 의문/불신과 련된 부정 인 인상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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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  분 응답사례 20 30 40 계 

정  평가   좋다, 사고싶다 27.6% 22.2% 21.3% 24.8%

정  기   심, 기 , 희소식 19.8% 24.4% 26.9% 22.4%

의문/불신   믿음이 안감, 생소함 10.5% 4.7% 3.7% 7.4%

불안/   두려움, 안 성, 거부감 11.6% 11.1% 10.2% 11.2%

방사선   방사선 .9% 1.7% - 1.0%

과학기술   첨단기술, 신개발 3.8% 8.5% 6.5% 5.8%

반  특성   고기능성, 자연성분 6.1% 9.0% 8.3% 7.4%

구체  기능   미백, 자극, 흡수력 6.4% 6.4% 8.3% 6.7%

가격   비  것 같음 6.4% 7.3% 5.6% 6.6%

화/보   홍보많이, 화 1.2% .9% 3.7% 1.5%

냉소/부정   불필요, 심없음 2.3% 1.3% 1.9% 1.9%

기타   기타 3.5% 2.6% 3.7% 3.2%

  합  계 -
344명

100.0%

234명

100.0%

108명

100.0%

686명

100.0%

Table 4-282. 연령별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먼  모든 학력집단

에 있어서 ‘ 정  평가’와 ‘ 정  기 ’의 인상내용이 약 50%정도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 으며, 불안/ 에 한 인상내용이 11.2%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력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들 의 하나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방사선과 련된 인상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더불어 ‘첨단

기술’ ‘신개발’ 등 과학기술과 ‘고기능성’ ‘자연성분’ 등 반 인 특성의 인상내용들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정  평가, 정  기 의 인상내용을 갖는 비 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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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사례 졸이하 고졸

졸 

는 학

재학

학 원

졸 는 

재학 

합계

정  평가   좋다, 사고싶다 27.3% 24.8% 25.4% 17.7% 24.6%

정  기   심, 기 , 희소식 45.5% 20.8% 23.0% 17.7% 22.4%

의문/불신   믿음이 안감, 생소함 9.1% 6.0% 8.0% 6.5% 7.5%

불안/
  두려움, 안 성, 거부

감
9.1% 12.8% 10.8% 11.3% 11.3%

방사선   방사선 0.0% 0.7% 1.1% 1.6% 1.0%

과학기술   첨단기술, 신개발 0.0% 5.4% 6.1% 6.5% 5.9%

반  특성   고기능성, 자연성분 0.0% 6.7% 7.4% 11.3% 7.5%

구체  기능   미백, 자극, 흡수력 9.1% 7.4% 6.5% 6.5% 6.7%

가격   비  것 같음 0.0% 10.1% 5.4% 8.1% 6.6%

화/보   홍보많이, 화 0.0% 1.3% 1.5% 1.6% 1.5%

냉소/부정   불필요, 심없음 0.0% 0.7% 2.4% 1.6% 1.9%

기타   기타 0.0% 3.4% 2.4% 9.7% 3.2%

  합  계 -
11명

100%

149명

100%

461명

100%

62명

100%

683명

100%

Table 4-283. 학력별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을 직업별로 살펴보면,연령  학력 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직업집단에 있어서 정  평가  정  기 의 인상내용이 가장 많

은 비 을 차지하 으며, 불안/ 의 인상내용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학생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  평가, 불안/ , 그리고 방

사선과 련된 인상내용을 갖는 비 이, 직장인의 경우 의문/불신 그리고 가격과 련된 인상

내용을 갖는 비 이, 그리고 업주부의 경우 정  기 , 과학기술, 구체  기능과 련된 인

상내용을 갖는 비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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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사례 직장인 학생
업 주

부
기타 합계

정  평가   좋다, 사고싶다 23.4% 25.5% 23.3% 32.1% 24.7%

정  기   심, 기 , 희소식 23.0% 20.2% 27.0% 15.1% 22.5%

의문/불신   믿음이 안감, 생소함 9.8% 7.7% 3.1% 7.5% 7.4%

불안/   두려움, 안 성, 거부감 10.6% 12.5% 11.3% 9.4% 11.2%

방사선   방사선 0.4% 1.4% 0.6% 3.8% 1.0%

과학기술   첨단기술, 신개발 6.0% 4.3% 7.5% 5.7% 5.8%

반  특성   고기능성, 자연성분 6.8% 8.2% 8.2% 5.7% 7.4%

구체  기능   미백, 자극, 흡수력 6.0% 5.3% 9.4% 7.5% 6.7%

가격   비  것 같음 9.1% 6.3% 5.0% 0.0% 6.6%

화/보   홍보많이, 화 1.5% 0.5% 1.9% 3.8% 1.5%

냉소/부정   불필요, 심없음 1.5% 3.8% 0.0% 1.9% 1.9%

기타   기타 1.9% 4.3% 2.5% 7.5% 3.2%

  합  계 -
265명

100%

208명

100%

159명

100%

53명

100%

685명

100%

Table 4-284. 직업별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인상

    ②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사용의향 

    어떤 경우라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견본제품 사용 후 효능이 입증된다면’(38.0%)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인기 이 인정한다면’(27.3%), 그리고 ‘주 사람들이 추천한다면’(23.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 에서 ‘견본제품 사용 후 효능이 

입증된다면,’ ‘공인기 이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 사람들이 추천한다면’의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의 하나는 연령 가 

낮아질수록 ‘주 사람이 추천한다면’이 차지하는 비 이 많아지는 반면에 ‘ 문가가 추천한다

면’이 차지하는 비 은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그 비 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연령 가 높

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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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 30 40 계 

주 의 추천 26.6% 24.0% 13.1% 23.3%

공인기 의 인정 28.3% 25.1% 29.2% 27.3%

견본제품 사용 후 효능입증 36.0% 39.9% 39.4% 38.0%

문가 추천 5.0% 5.3% 9.5% 5.9%

렴한 가격 1.7% 2.8% 2.9% 2.3%

사용의향 없음 1.9% 2.1% 5.1% 2.6%

기타 .6% 0.7% 0.7% .6%

  합  계
361명

100.0%

283명

100.0%

137명 

100.0%

781명

100.0%

Table 4-285. 연령별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사용의향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의 사용의향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졸이하의 학력집단

을 제외한 모든 학력집단에서 ‘견본제품 사용 후 효과가 입증된다면,’ ‘공인기 이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 의 추천’의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서

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졸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견본제품 사용 후 효과가 입

증된다면,’ ‘ 문가의 추천이 있다면’ 그리고 ‘주 의 추천’ 혹은 ‘공인기 의 인정이 있다면’의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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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이하 고졸

졸 

는 학

재학

학원졸 

는 재

학

합계 

주 의 추천 13.3% 19.9% 25.5% 20.5% 23.4%

공인기 의 인정 13.3% 27.7% 27.7% 26.0% 27.2%

견본제품 사용 후 46.7% 38.7% 37.1% 39.7% 37.9%

문가 추천 20.0% 5.8% 5.0% 9.6% 5.9%

렴한 가격 0.0% 3.7% 2.0% 1.4% 2.3%

사용의향 없음 6.7% 3.1% 2.2% 2.7% 2.6%

기타 0.0% 1.0% 0.6% 0.0 0.6%

  합  계
15명

100.0%

191명

100.0%

499명 

100.0%

73명

100.0%

778명

100.0%

Table 4-286. 학력별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사용의향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의 사용의향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연령, 학력별 결과

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보면, 모든 직업에 있어서 ‘견본제품 사용 후 효

과가 입증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 직장인과 업주부의 경우는 ‘공인기 의 인정이 있다면’(각각 28.3%, 27.6%)과 ‘주 의 추

천이 있다면’(각각 22.0%, 18.4%) 그리고 학생의 경우 ‘주 의 추천이 있다면’ (26.9%)과 ‘공인

기 의 인정이 있다면’(24.7%)의 순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 비 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업주부의 경우 ‘견본제품 사용 후 효능이 입증된다면’에 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비 을 나타내었으며, 직장인 경우 ‘공인기 의 인정이 있다면’과 

‘ 문가의 추천이 있다면’에 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비 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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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장인 학생 업주부 기타 합계 

주 의 추천 22.0% 26.9% 18.4% 32.3% 23.4%

공인기 의 인정 28.3% 24.7% 27.6% 27.3% 27.3%

견본제품 사용 후 38.3% 38.4% 41.8% 37.9% 37.9%

문가 추천 6.7% 5.5% 4.1% 5.9% 5.9%

렴한 가격 2.3% 1.4% 2.6% 2.3% 2.3%

사용의향 없음 2.0% 2.7% 4.1% 2.6% 2.6%

기타 0.3% 0.5% 1.5% 0.6 0.6%

합  계
300명

100.0%

219명

100.0%

196명 

100.0%

65명

100.0%

780명

100.0%

Table 4-287.  직업별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에 한 사용의향

  (3) PEST모델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송 상물 제작  방

   (가) 평가회의

o 일  시: 206년 10월 19일, 오후6:30, 서강  가 리엘

o 장  소: 서강 학교 과학커뮤니 이션 연구실

o 참석자: 김학수, 박성철, 정용국, 최진명, 하효숙, 이은아, 유지은, 강보미 

■ 주요 지 사항

 o 첫 장면에 ‘방사선조사식품’ 세미나 장면이 등장하여 무 하게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음.  

 o 내용  등장하는 문가가 ‘원자력연구소’ 내부인력으로 지나치게 한정되어 오히려 신뢰도

가 떨어지는 느낌임. 

 o 이주운 박사의 ‘방사능’과 ‘방사선’ 차이에 한 인터뷰 내용은 매우 요한 부분임에도 불

구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느낌임. 

 o 여의사(이수 )의 인터뷰 내용은 방사선조사에 해 ‘선량에 계없이  안 하다’ 등 

무 확신하는 내용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o 방사선 조사의 국가별 허가품목(52개국 230개 품목)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향신료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조사량은 미미할 수도 있는  등 논란·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굳

이 넣을 필요 있는지 검토 필요함.

 o 기존 훈증제, 화학처리 등 기존 식품 처리방법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음. 방사

선조사 처리와 비용, 해성 등 구체 으로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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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체 인 을 방사선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안 의 하나이다’는 데 을 맞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o 식 독 외에 재난식량, 우주식량 등의 사례가 같이 나열되어 오히려 집 되지 못하는 감이 

있음. 식 독 문제 하나로 집 하 으면 함. 

 o 체 방 시간이 24분 정도인데, 집 하여 보기에는 지루한 감이 있음. 내용을 좀더 압축하

여 이는 것이 좋겠음.

 o 방사선 조사시 식품의 색, 질감, 이로운 균의 사멸 등에 한 구체  답변이 포함되었으면 

함. 

 o ‘장기보존’에 지나치게 을 맞출 경우, ‘장기보존 자체를 안한다’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닌가? 장기보존이 아니라 유통과정 자체에 을 맞추도록 해애 할 것으로 보임. 

■ 최종본 제작방향 

 * KTV방 분은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체 인 내용과 구성에서 애 의 의도와는 상당한 차

이가 있음. 최종본은 애 의 기획내용을 바탕으로 의 코멘트 내용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 

 o 체 분량을 24분에서 13분 내외 정도로 여 편집하고자 함. 

 o 첫 부분은 ‘방사선 세미나’ 신 식 독 발생에 한 언론보도(TV뉴스장면)와 이에 한 일

반 가정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함.

 o 재해식량, 우주식량 등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소개하는 정도로 다루고 ‘식 독’에 을 

맞추어 이야기를 구성하고자 함.  

 o 문가의 편 과 부분 으로 미흡한 설명 등을 감안하여 원자력연구소 외 다른 곳 소속의 

문가와의 인터뷰를 추가하고자 함. 

 o 최종본에 문 자막을 넣어 문 을 별도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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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4)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

식/환자식/특수스포츠 

식품 등)의 해 안 성 

 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군 식용 식재료의 생화 기술개발  

육군 보 지휘 (장군,  장교) 상 안 공 체

계구축을 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홍보

○ 한국형 우주식품개발 기  기반기술 확보  방사선기

술 기반 우주김치 개발

○ 조사식품의 갈변 발생기  규명  억제기술 개발로 

방사선 기술의 분질 식품 용 확  방안 마련 

○ 감마선 이용 최소가공식품/즉석식품 생화 최 기술 

개발  13개 식품에 한 실증 용 시험평가 

○ 감마선 조사 식재료의 품질개선  이용 효율 

증 기술 개발

○ 감마선이용 실험동물용 무균사료 (SPF/GF) 생화 

기반기술 개발

○ 가시  연구성과

 - 러시아 IBMP 국제공동연구 력기반 구축

 - 연군 력체계구축/2008년 국방부사업 참여

 - 논문게재 91편(국내 52, 국외 39), 논문발표 161편 

(국내 71, 국외 90), 특허출원 16건(국내 8, 국외 8), 

특허등록 12건(국내 10, 국외 2), 홍보 70건 

35 100

- RFP 비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

-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 SCI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실

▶RT/BT 이용 식품생명공학

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 RT/BT 이용 녹차 신소재의 기능성 화장품 용시험 

 생리활성 품질 보증

○ RT/BT 이용 폐자원(귤피, 펄  폐액, 실크 

단백질)/가공부산물(귤 정유)로부터 

식품/공 보건산업용 신소재  활용기술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복합 생리 활성 신물질 Gallic 

acid-CLA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천연물유래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반연구

○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다당류(b-glucan, 

타피오카)의 효능 증진기술 개발

○ 해양자원 유래 천연 기능성 소재 발굴 기 기술 개발 

○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 가시  연구성과

 - 기술출자창업으로 개발기술의 산업화 달성

 - 논문게재 46편(국내 21, 국외 25), 논문발표 66편 (국내 

18, 국외 48), 특허출원 4건(국내 2, 국외 2), 특허등록 

6건(국내 4, 국외 2), 홍보 21건   

30 100

- RFP 비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

-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 SCI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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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BT 이용 식품 유해물

질의 제거/ 감화 기술개

발

○ RT/BT 이용 육제품내 잔류아질산염/발암성 나이트로

자민  발효식품내 biogenic amine제거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 분해 특성  생리활

성증진효과 검증

○ 식품내 잔류농약  독성발암 ethyl carbamate 

제거기술 개발

○ RT/BT 이용 신개념 계란 알 르기 백신 제조기술 

개발

○ RT/BT 이용  lipopolysaccharide (LPS)의 무독화 등 

생물유래 독소 제거  활용기반 기술개발

○ 가시  연구성과

  - 가시  연구성과 : 논문게재 30편(국내 10, 국외 20), 

논문발표 23편(국내 15, 국외 8), 특허출원 4건(국내 

2, 국외 2), 특허등록 6건(국내 4, 국외 2), 홍보 21건

20 100

- RFP 비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

-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 SCI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실

▶방사선 조사 특수식량의 

안 성 평가/국민 이해방

안 마련/조사식품의 가공 

 조리학  특성 평가

○ 감마선 조사된 군 식용/환자용/특수 

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학 / 양학 / ․단기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 30 kGy 고선량 조사 식품의 안 성(건 성), 

성/아 성 독성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식품학  품질 특성/수용도 

평가

○ 방사선 조사된 식품군별/ 원별(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원식품의 품질특성 평가 

○ 방사선 조사식품의 집단별 수용성 증진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 RT/BT 이용 개발기술/신제품 시장 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 PEST모델  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송 상물 

제작  방

○ 가시  연구성과

  - 홍보매체 2종 개발, 국내 논문게재 7편, 홍보 52건 

15 100

- RFP 비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

-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 SCI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실

총계
5)

100 100

 

주1) 연구개발실 은 연구목표 비 구체 이고, 정량 으로 작성

   2) 체연구목표 비 세부연구목표의 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 /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한 근거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 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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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구수행 실

   ○ RT/BT/NT 융합기술 이용 식품  공 보건 제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신소재  신제품 

산업 용성 극 화

      - 국내 최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출연(연) 기술출자에 의한 연구소/기업 「기술

출자형 기술창업 1호」공동벤쳐 (주) Sun-BioTech 설립(2004. 2. 6.)  업 정상화(

식, 2004. 7. 1)로 출연(연)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산업화 신모델 제시

       ․2004년도 매출 10억원(손익분기  달성)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신규허가 품목 개정 고시

      - 7개 식품군에 한 방사선 조사 건 성 법  허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2004-41호, 2004. 5. 24)  방사선 조사식품의 실용화 확 방안 수립

      - 20054년 본 기술 이용 식품류 수출 액 약 2,000억원  

   ○ 특수식품(군 식/환자식/스포츠식품)  즉석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s)의 생화 

 안  장을 한 감마선 이용기술 활성화 기반 구축

      - 육군 보 지휘 (장군,  장교) 상 군 식품/비상/특수식량의 안 공 체계구

축을 한 방사선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  홍보

       ․육군 병참의 날 기념 특강 발표(2004. 7. 9, 육군회 )

       ․육군 비무기체계 발 세미나  공개설명회 참가 특강/ 시회 발표(2004 지상군 페

스티벌, 2004. 10. 7; 2005 지상군 페스티벌, 2005. 10. 5,   EXPO 국제회의장)

       ․육군 군수참모부장  주요지휘  방사선 기술 수용방안 제시로 군수발 기계획 

병참발 방향(육군교육사령부, 2004. 12)에 채택  2008년 국방부 과제수행 확정  

   ○ 감마선 이용 간편즉석식품(김밥)  최소가공식품 안 생산/유통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분질식품 품질 하 원인 규명  개선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식/유동식용 무균식 생산 기 기반 기술개발

   ○ 한국형 우주식품  기능성 우주식품 개발을 한 선행연구  기반기술 개발

      - 장기 장가능 우주김치 개발  RS ISS 선  의  

      - 한국원자력연구소 Top Brand Project “우주방사선 응  활용기술 개발”사업 선정에 

기여(세부과제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식품 개발”로 선정  2007년도 사업개시)

   ○ 폐자원 활용 고분자 소재(pectin) 식품 코 제(2종)  기능성 올리고머 생산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5종)  살충제 감 기반기술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발암성 Nitrozamine, 잔류 nitrite 제거기술  체내 사 해물질

(phytate)의 생물학  이용 극 화 기반기술 개발

   ○ RT/BT 융합 신개념 백신 제조기술 개발, 실험동물(알 르기질환 마우스) 모델 활용 임

상평가 완료

   ○ 감마선 조사된 환자용/특수스포츠용/군 식용 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양학 /유 독

성학  안 성 평가/조사식품의 조리학  성평가

   ○ 감마선 조사된 환자용/특수스포츠용/군 식용식품/즉석식품  고선량 장기보존 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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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2종)의 독성학 / 양학  안 성 평가

   ○ ‘03 - ’06년 련 국내․외 학술지  학회 논문게재  발표 

      - 논문게재  발표 : 434편(SCI : 90편, 국내 94편; 국외발표 : 146편, 국내발표 : 104편)

      - 특허출원 : 20건(국내 10건, 국외 10건), 등록 15건(국내 10건, 국외 5건), 상표출원 : 국

내 2건, 로그램등록 : 국내 2건

      - 서 1건, 기술이  등 기타 3건

   ○ 기술개발 련 홍보  언론보도 : 168회

      - TV 32회, 앙일간지 75회, 인터넷신문 40회, 시회, 세미나 발표 등 홍보활동 21회

   ○ 방사선 조사식품의 양사, 언론인집단 상 홍보 략 수립, 자료배포  인식도 변화조

사/개발기술, 신제품 시장조사  보  확산 홍보 략 수립

      - 식품의약품안 청과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자료 10,000부 제작/배포

      - 언론인집단 상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홍보/인식 환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신제품 개발 홍보/여론 조사 결과 발표 (주제 : 신기술 이용제품에 한 소비자 반응

      -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을 심으로, 2003년 언론인 세미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언론보도”, 2003. 11. 14 - 15, 서귀포 KAL 호텔)

     - 양사 상 식 독 방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홍보  수용성 증진 연구 (2005년 

한 양사 회 학술 회 특강 발표  수용성 증진 서베이 조사 (2005년 8월)

      - 수용자의 여유발 모델에 기반한 방사선 조사식품 기술 홍보 상물을 제작하여 한국

정책방송(KTV)을 통해 방 (2006. 10. 9)

   ○ ’03～’06년도 4년 연속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최우수과제로 평가/선정  

3. 외 기여도

 가. 기술  측면

   ○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무균식 기술개발이 도입되면 단체 식을 비롯한 즉석식품

(ready-to-eat/ready-to-cook food)에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무균식 기술개발의 경우 무균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온열처리

에 의해 발생되는 품질 하 문제 들을 해결하며, 다양한 식품섭취 기회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한 조리(cooking), 포장(packaging), 선량 조사의 병용처리로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환자식 개발기술 확보가능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동식의 멸균으로 2차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성이 하되고 

소화율이 증가되는 죽․미음의 개발이 가능함. 한, 생  유아용 이유식과 선식 생산

에도 이용 가능함

   ○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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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선량 이용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안 성에 한 기 연구 확립

   ○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홍보 교육 로그램에 활용

   ○ 역 군인들로부터 높은 기호도를 보이고 있는 일품식품인 볶음밥, 비빔밥, 오므라이스 

등을 심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장기보존과 생 인 안 성을 유지하는 비

상식량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됨

   ○ 군 투비상식량의 기술개발은 우주비행식량으로도 이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미 선진 각 국에서 선 하고 있는 BT/NT 복합기술에 해 선진국과 동일한 연구과정

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우리나라 고유의 연구 역을 확

보하고 이 분야 기술을 선 하기 해서 새로운 BT/NT 복합기술의 목이 가장 바람직

함. 즉, 세계 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시도되지 않은 틈새를 공략하고 기술의 선

을 통해 국제  고유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 한, RT/BT/NT/MCT 복합기술을 이용하여 천연 기능성 소재개발  제품생산기술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수출에 기여 할 것임

   ○ 용해효소 생산균주  flock formation mutant는 기능성식품, 의약품과 발효, SCP 

생산, 폐수처리 등의 산업에 즉시 이용 가능하여 산업화 할 수 있음. 한, 기타 2차 

사산물, 효소 등의 over producing mutant를 제조하여 산업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식품  공 보건 연구용 kit 개발은 식품 생화  품질 리 분야의 연구에서 즉시 이

용될 수 있는 기술임

   ○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백신 생산기술은 면역화학치료분야의 획기 인 기술로 이용할 

수 있으며, 련 학계의 발 에 기여할 것임

 나. 경제․산업  측면

   ○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유기체 사멸로 더욱 안 한 식품생산과 식품매개질병 방으로 

공 보건 향상에 기여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방지로 경제/

산업에서 간 생산성 향상 도모( ,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사망

으로 년간 7천에서 2만여명이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은 1억7천만～4억

7천만불에 달한다고 보고)

   ○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군 식체계/ 투식량/환자식/이유식/스포츠식 등 특수식량의 

양, 물성, 능  기호도를 고려하여 장성과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시 경제  이

익이 클 것으로 상됨

   ○ 고선량 이용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안 성 확보로 국민보건 증진/소비자 수

용성  실용화 확 로 련 산업계 활성화 진

   ○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공 보건산물에 한 한국  천연소재의 개발  산업화로 

련산업의 발 과 수입 체/수출 등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방사선 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신소재 생산/가공기술 



- 757 -

개발결과는 2,000억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품․생명공학분야 련 

산업에서 이용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기술 선 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 국내 

생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방사선 이용 식품내 유해성분  사 해물질의 감화는 조사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 뿐만 아니라 화학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효과 창출로 련 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증   조사식품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기술개발을 통하여 식품의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하는 미생물의 식품학 , 환경․생

태학  안 성  건 성이 확보될 경우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증진시켜 련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능성이 향상된 통발효식품의 가공기술을 확보할 경우 내수

증진, 수출 등을 통하여 련 산업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

   ○ 개발된 균주를 기능성식품, 의약품원료 생산에 용할 경우 고부가 BT 산업발 에 기여

할 수 있음

   ○ 새로운 백신생산은 무한한 시장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다. 사회·문화  측면

   ○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식품  보건 련 산물의 살균․살충에 사용되어온 

화학훈증제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등), 화학첨가물(방부제 등) 등은 환경공해, 

건강장해, 유해물질 생성  잔류 등 많은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음

   ○ 방사선이용 식품생명공학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이해 증진을 

해 국민생활 속에서 원자력 기술의 혜택을 홍보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빠른 발 에서 생되는 생문제와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  연구결과는 식생

활의 안 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방사선 이용 식품의 독성물질  유해물질을 효과 으로 제거  감화할 수 있는 기

술개발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화학  독소에 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사선 이용 식품의 사 해물질  비 양소의 감화로 식품의 기능성  생리활성 

상승효과를 유도시켜 식량자원의 효율  이용성을 증 시킬 수 있음. 한, 식품 유해성

분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이용제한성 극복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피 식품의 소비 증 와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식문화의 변확 가 기 됨

   ○ 기존의 식품 가공  장 방법이 효과, 비용, 안 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어 이의 체기술 개발이 시 한 실정임. 한, 해마다 식품으로 인한 병원

성 오염유기체에 의한 피해가 미국에서만 연간 40억불에 이르고 있음. 이런 필요성과 함

께 방사선 조사기술과 안 한 식품개발에 한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인 동향에 발

맞추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식량의 국제교역의 확 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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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그러한 추세에서 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생화와 안 한 장/유통에 효과 인 방법으로 평가받

고 있음

   ○ 과학기술 , 경제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가공방법과 안 식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국

민들이 이를 수용치 않으려 한다면 보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피폭의 간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함. 방사선 조사 기술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흘 음에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 인 라 할 것임. 즉, 우선 으로 방사선 조

사식품에 한 국민이해(public understanding)의 성취 없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보

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국민지지의 단으로 나

아갈 수 있음. 그러므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안 성에 한 국민이해사업은 일반 인 과

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요성, 컨 , 인류복지 혹은 국가발 을 한 과학기술에 

한 일반국민의 지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잘 변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 

식품과의 혼동 등 잘못된 이해가 폭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밝 졌음. 20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한 단계 서베이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는 

8.7%에 지나지 않으며, 시민단체 상근자의 경우 무려 45.7%가 방사선 조사식품을 방사

능 오염식품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러한 심각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보  확 를 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연구결

과를 활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체 인 타겟집단에 한 인식조사  홍보활동 등

을 개할 수 있음 

   ○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2002년 제 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회의(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 ICGFI) “조사식품의 국제교역 차와 련

법규의 조화를 한 워크 ”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고 

Codex에 하여 식품에 한 고선량 방사선조사 허용을 권고함 

   ○ 우리나라도 세계 인 추세에 발맞추어 식품에 한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실시 될 

정에 있으나,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국민 심과 의구심이 높아질 것

으로 상되며, 식품  의료/제약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성공 으로 실용화시키

기 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염려  의구심을 과학 으로 해명하여 

소비자 이해  수용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 성 평

가 연구의 수행으로 고선량 조사의 용 기반을 마련함

   ○ 특히, 국제 으로 건 성이 공인된 품목의 경우에도 국내 실용화를 해서는 국내의 안

성 평가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재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건 성)평가와 련된 홍보자료의 개발도 이루어져, 식생활 속에서 원자

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이해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임

   ○ 방사선 조사식품의 증가에 따른 국가 인 리를 한 식품공 의 개정/보완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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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식품 생화 기술개발로 군부 , 학교, 병원 등 공공기 의 단체 식이나 패스트푸드

에서의 식 독 방으로 공 생  국민보건 향상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 과제의 성공  수행으로 연 20% 이상의 간  식량증산과 가공공

정개선으로 40% 이상의 에 지 감효과  환경공해 방

   ○ 경제/산업에서 직․간  생산성 향상 도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손실과 생산성 하 방지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사망으로 년간 7,000～20,000명이 피해,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은 1억7천만에서 4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한 연간 4백

만～6백만명의 식 독 발생, 경제  손실은 약 65억～3백억 달러)

      - 한국 식품의약품안 청(KFDA)은 2001년도에 체인구  1/4에 가까운 약 1천 2백만

명이 식 독으로 고통받으며, 이에 의한 사회, 경제  손실이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있고, 이  발병율의 70%는 학교 식 등 단체 식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고함. 

따라서 단체 식의 생화가 시 한 실정임

      - 국내에서 본기술을 이용한 '05년도 식품류 수출 액은 라면류 1억 6천만 달러, 건조 

농수산물류 3천만 달러, 건강보조식품류 1천만 달러로 총 2억 달러(한화 2,000억원).

   ○ 보건복지부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확  신청(CODEX: 국제식품규격 원회, 기 에 따라 

국내 식품 생법 개정 추진)

   ○ 군(軍) 식체계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로 식품기인 질병 방  생  식품생

산․공 으로 투인력 보호에 따른 력증강 도모(국방부 연구사업 확 , ‘08년 시행)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검증으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련 산업체 생산성  국내 

식품류 수출 활성화 기

   ○ 차기단계 연구 정인 생물테러 비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

용방안 제시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신제품의 산업화로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입 체/수출효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 RT/BT 병용 신소재 개발로 폐자원의 활용  환경오염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

   ○ 식품 유해성분의 효과 인 제거기술 개발로 산업체 생산성 향상  국민보건증진 기여

   ○ 주요 수출용 식량/식품의 생물학  품질보증 검역처리기술 확보  식품 산업계의 기술 

제공으로 외 경쟁력 강화  시장성 확 에 활용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안 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실용화 확 를 한 국

내 제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 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

는 업체수는 5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 방사선 조사식품과 응용물의  언론  언론인 홍보모델 제시/ 언론 네트워크 확보.

   ○ 식품 련자집단( 양사, 조리사)과 소비자단체 등 련 여론 선도층에 한 인지도  

수용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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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조사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조리법  시피 개발/홍보자료 제공  교육/

홍보를 통한 개발된 음식의  수용성 증진으로 실용화확 에 기여 

   ○ 보건복지부허가에 필요한 연구결과 제시/축   허가 후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

   ○ 연구결과는 련 산업계와 연계하여 력연구 추진으로 실용화 유도  방사선 조사식

품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한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개발된 요소기술의 특성과 실용성을 련 기   산업체와의 조사/정보교류, 

실증시험을 통해 산업화 타당성을 검토

   ○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한 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

   ○ 식량자원의 생화와 식품 신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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