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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미역국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유인 우주비행은 1961년 미국 우주항공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Mercury project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인 우주비행을 통한

우주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

진국들은 자국의 우주비행사를 위해 약 330여개의 다양한 우주식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의 우주기술 신진국가들도 각

국의 전통식품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역국을 모델로 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통해 위생학적

안전성과 저장 안정성을 확보하여 우주식품 제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개발결과

동결건조 미역국을 미생물 평가 한 결과 1 log CFU/g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동결건조 미역국의 멸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화된 미역국을 3

5℃ 저장온도에서 48시간 저장한 뒤 총균수를 측정한 결과 7.01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취를 생성하였다. 부패된 미역국으로부터 생육 미생물을 분리하

여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 결과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Acinetobacter genomosp, Enterobacter hormaechei로 동정되었다. 동결

건조된 미역국에 0, 5, 10, 15, 20, 25 및 3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여 총

균수를 측정한 결과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 미역국이 멸균 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미역국을 멸균시키는데 최소 10 kGy의 선량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내열성 아포 형성균인 B. cereus와 B. subtilis의 포자를 멸균된

동결건조 미역국에 접종한 뒤 방사선 감수성 평가를 한 결과 각각 0.75 kG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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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kGy의 D10값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국의 품질 평가 결과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pH와 산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색도의 경우 선량이 증가 할수록 적색도

와 황색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미역의 경도는 조사 선량이 증가 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관능평가 결과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관능적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관능적 기호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미생물 평가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역국의 위생학적 안전

성과 관능 품질 유지를 위해 10 kGy 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주미역국의 돌연변이유발성 확인하기 위해 Ames test를 한 결과 모든 농도

구에서 농도 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대조구에 비해 2배 이상의 복귀변이 집락수

를 나타내지 않아 돌연변이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위생학적 안전성과 관능적 품질 유지를 위해 최적의 선량인 10 kGy로 조사된

미역국을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평가를 한 결과 모든 저장구에서 산가

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역의 경도 또한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미역국의 색도는 저장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적, 황색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저장온도구에서 저장기간

이 경과할수록 전반적 기호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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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eaweed soup as a space food using radi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Human space flight has being conducted from the Mercury project by NASA in

1961, and recently sponsored by Japan and China with huge funds. Moreover, U.S.

and Russia, which already have about 330 space foods together, are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various space foods, and E.U, Japan, and China are

developing their traditional foods as space food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Korean seaweed soup as a space food and to evaluate the hygienic safety

and storage stability of the irradiated dried seaweed soup.

Ⅲ. Results

Microbial populations of freeze-dried seaweed soup were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of 1 log CFU/g. However, microbial populations of the reconstituted

seaweed soup were 7.01 log CFU/g after incubation at 35℃ for 48 h. It was

considered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was not sterilized by heat treatment, and

spoiled after reconstitution. Several bacteria survived in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were tentatively identified as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Ancinetobacter

genomosp, Enterobacter hormaechei through the 16S rDNA sequencing. In the

samples gamma-irradiated over 10 kGy, it was confirmed that all microorganisms

were sterilized after incubation at 35℃ for 48h. Moreover, decimal reduction values

(D10) of these B. cereus KCCM 12142 and B. subtilis KCCM 11316 inoculated in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were 0.75 and 0.79 kGy, respectively.

The values of pH and acidity of the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less than 10

kGy were not changed. However, the redness (a value) and the yellowness (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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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increased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while the

Hunter's color of the samples irradiated less than 10 kG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e hardness of seaweed irradiated over 10 kGy decreased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 showed that the preference

scores in all the sensory properties decreased when it was irradiated over 10 kGy,

but sensory score of less than 10 kGy samples was similar in all terms.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gamma irradiation at 10 kGy was enough to sterilize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without deterioration of sensory quality.

Mutagenicity of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irradiated at 30 kGy, which is triple

times of the optimum sterilization dose, was not observed.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irradiated at 10 kGy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during the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s for 90 days

(p>0.05). Futhermore, additional experiments will be conducted to estimate the shelf

life of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irradiated at 10 kGy under simulated spac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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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유인 우주비행은 1961년 미국 우주항공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Mercury project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인 우주비행을 통한

우주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

진국들은 자국의 우주비행사를 위해 약 330여개의 다양한 우주식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의 우주기술 신진국가들도 각

국의 전통식품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추

세이다(Brody, 2001).

우주식품이란 인간이 우주환경에서 섭취하는 식품으로 냉장시설이 없는 우주

비행선 내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위생학적으로 안전하며 무중력 상태에서

섭취가 간편하도록 제조된 식품이다(Bourland et al., 1998). 우주식품의 종류는

신선식품, 중간수분식품, 방사선 멸균식품, 최소가공형태식품, 건조식품, 가열살균

식품 등 6 가지 형태(Bourland et al., 1993)로 나뉜다(Table 1). 이러한 우주식품

들이 우주비행사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여러 식중독균들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NASA와 러시아 생물의학연구소(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IBMP)에서 Table 2

와 같은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인증평가에 합격한 식품만이 우주식

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우주식품은 각 비행임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셔틀을 이용한 우주왕복 임무에는 9개월, 우주정거장에

서 사용될 경우에는 1년, 화성탐사와 같이 장기간의 임무를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저장성이 요구되어진다(Bourland et al., 1999). 우주식품의 저장성 평가를 위하여

각 임무에 따른 기간 동안 상온에서 저장 중 식품의 위생학적 안전성, 이화학적

품질 및 관능적 품질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허용 가

능하여야 비로소 최종적인 우주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Bourland et al., 2008).

미역(Undaria pinnatifidar)은 다시마목(Order Laminariales) 미역과(Family

Alariaceae)에 속하는 단년생 해조류로서 한국, 일본 및 중국 북부 지방을 중심으

로 양식되고 있으며, 채취된 후 생물형태 및 건조된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Guiry et al., 1991). 이를 이용한 미역국은 한국의 고유한 음식으로서 일상의 식

사와 출산 후 산모의 회복 및 유즙 분비 촉진을 위하여 주로 섭취되고 있다. 미

역은 Ca, Fe 및 I 등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세포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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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알긴산은 콜레스테롤 배출작용, 중금속(Cd), 방사능 물

질(Sr)의 체내 흡수 억제 및 배출 작용과 정장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hee et al., 1972; Suzuki et al., 1993). 다당류의 일종인 푸코이단

(Fucoidan)은 fucose, galactose, mannose 및 glucronic acid 등이 결합된 함황

산성 다당체로서 항암, 항혈액 응고, 항균 활성 및 방사선 피폭에 대한 신체 내

방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ville et al., 2007; Smith et al.,

2004). 즉, 비장 및 골수에서 혈액세포의 보호효과(Byon et al., 2008) 및 조혈에

관여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에 따른 조혈세포 손상의 억제(Lee et al., 2008)와 면

역세포의 증식기능을 증가시켜 방사선에 민감한 소장 움 세포의 저항성을 증진

시킨다(Park et al., 2008)는 보고 등이 있다.

이러한 한국전통의 미역국을 모델식품으로 선정하여 우주식품으로 개발 시 고

려해야할 사항은 식품의 형태, 미생물학적 안전성 및 상온에서 장기간의 저장안

정성이다. 미역국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국의 형태로 중량 과다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건조 형태로 제조되어야 하며, 미역국 제조 시 첨가되는 참기름은 저

장 시 산패의 원인이 되므로 레시피 조정을 통한 제조 공정 재정립과 동시에 우

주식품으로 사용될 건조미역국의 위생화 확보를 위한 멸균 방법의 확립이 필수

적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기존의 우주식품 대부분은 위생학적 안전성과 저

장성을 갖추기 위해 건조식품으로 제조되었으며 우주공간 내에서 재수화하여 섭

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Heighdelbaugh et al., 1996; Park et al., 2007). 또한

NASA의 경우 스테이크를 44.1 kGy의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멸균시켜 우주식품

으로 활용하는 등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및 저장성을 증

진 시킬 수 있는 냉온살균가공법의 하나로 특히 건조식품과 냉동식품 등의 위생

화에 있어 유용한 기술로 판단되고 있다(Farkas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의 식품인 미역국을 모델식품으로 선정하여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조공정을 설정하고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위생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최종제품의 돌연변이유발성 및 저장 온도와 저장기

간별 품질평가를 통해 우주식품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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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space foods

Type Characteristics

Rehydratable food
Foods require astronaut to add water prior to

consumption

Fresh food A small quantity of fresh fruits, vegetables and bread

Intermediate moisture food
Foods are preserved by restricting the amount of water

available for microbial growth

Natural form food Candy, cookies, nuts, and granola bar

Thermostabilized food Foods have been made shelf stable using heat

Irradiated food
Foods are treated with a dose of radiation to make

them shelf stable

<Lyndo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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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biological requirements for foods used in space flight feeding

system

Food product Microorganism factor Limits Unit

Non-

thermostabilized

Total aerobic count 〈 20000 CFU/g

Coliform 〈 10 CFU/g

Coagluase positive Staphylococci negative CFU/g

Salmonella negative CFU/25g

Yeast and Molds 〈 50 CFU/g

Escherichia coli negative CFU/g

Bacillus cereus 〈 10 CFU/g

Thermostabilized or

irradiated

Sporogenic mesophilic bacillus 〈 10 CFU/g

Mesophilic anaerobes negative CFU/5g

Yeast and Fungi in items with

pH (4.2)
negative CFU/2g

<Norm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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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주식품의 연구개발 현황

제 1 절 우주식품 연구개발 현황

1. 우주식품의 정의

우주인의 우주 생활을 위한 필수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주식품(Space

food)이며, 우주식품은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 및 달, 화성 등의 행성에 건설하

게 될 우주기지 등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을 말

한다(Heighdelbaugh, 1966).

지난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인 최초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

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 보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인간이 우주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며 심리

적 안정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식품이다(Lane & Schoeller,

1999; Holland & March, 1994). 1960년대 이래 우주 개발 선진국들은 자국 우주

비행사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NASA, 2003). 또한 우주식품은 온도 변화가 심한 우주선

내에서 장기간 보관과 운송비용 등 그 특성상 가벼운 식품이 유리하여 대부분

건조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Park et al., 2007).

우주선내는 무중력으로 낮은 기압상태로 인해 제공되는 물의 온도가 약 70℃

정도이므로 따뜻한 물에서 빠른 시간에 건조식품을 복원시키는 기술이 우주식품

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Perchonok & Bourland, 2002; Stadler et al., 1982).

또한 우주식품은 엄격한 미생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는 우주환경 중 우주 방사선은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쳐 해롭지 않는 균이라 할

지라도 우주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균

상태로 제조 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Bourland et al., 1989).

2. 우주식품의 발달사

가. 초기 우주식품(1960～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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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 우주선의 우주인들은 한입크기로 만들어진 음식조각, 냉동건조 분

말가루, 알루미늄 튜브에 포장된 유동식 등을 섭취하였으며(Kerwin & Seddon,

2002). 동결건조식품은 물을 첨가하여 원래상태로 만들어 섭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작은 음식 입자들이 중요한 기계들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

울여야 했다. 초기 우주식품은 관능적 품질이 낮았으며, 튜브를 짜서 먹는 초기

형태는 우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았다(Turner & Sanford, 1974).

Gemini 우주선에서의 우주식품은 다소 개선되어 음식조각이 젤라틴으로 코

팅되어 졌으며 냉동건조식품은 특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물을 첨가하여 섭

취하기가 용이하도록 고안되었다(Lupton & Turner, 2002). 포장재의 개선으로

보다 나은 종류의 음식들을 제공하였으며, 새우 칵테일, 야채와 닭고기, 버터스카

치 푸딩, 사과 소스 등의 식품이 제공되었다.

Apollo 우주선 시대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동결건조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

으며,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숟가락 등의 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가열

처리가 가능한 파우치도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Smith et al., 1975).

나. 우주왕복선 우주식품(1973～1980년)

우주왕복선에 제공되는 음식은 탑승우주인이 지상에서 메뉴를 선택한 후 제공

된다. 식단은 우주인들이 우주임무 수행 시 필요한 에너지 및 필수영양 권장량에

맞춰 작성되며, 특히 열량은 키, 몸무게 및 성별을 고려한 후 기초에너지대사량

을 계산하여 우주인들에게 제공된다(Lupton & Turner, 2002). 미국의 경우 텍사

스 휴스턴에 있는 Johnson Space Center의 우주식품연구소에서 개발되며, 최종

적으로 우주왕복선에 선적되기 전까지 관능적 품질, 미생물학적 안전성, 영양학

적 분석 및 포장재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Bourland et al., 1997). 어떤 우주식품

은 식판에 담아 제공되는데, 우주인의 무릎이나 벽에 부착시키게 되어있으며 식

판위의 포장식품들을 고정시켜 무중력상태에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방지한다

(Bourland et al., 1982). 기상악화, 임무연장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주인 1인당 2일간 2,100 kcal에 해당하는 예비식품을 저장한다. 또한 1982년만

해도 우주임무가 고작 10일 이하였던 반면 1992년 이후 10일 이상 장기우주비행

임무로 발전되어 왔다(Bourland, 1993). 우주왕복선에 선적되는 우주식품의 가공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건조형태 우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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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식품(rehydratable food)은 일반적인 식품과 음료를 동결건조 등의 방법

으로 건조한 후, 수분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형태의 우주식품으로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한 물은 우주왕복선의 연료전지에서 수

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생산된 물을 이용하며 닭고기 수프, 버섯크림 수프, 캐서

롤, 새우 칵테일, 아침식사용 계란요리와 시리얼 등의 식품이 개발되었다

(Vodovotz et al., 2000).

(2) 가열처리형태 우주식품

가열처리 식품(thermostabilized food)은 가열하여 유해한 미생물과 효소를

파괴한 식품으로서 알루미늄이나 이중금속 캔, 플라스틱 욕기, 또는 레토르트 파

우치 등을 이용한 식품들이 개발되었다. 과일이나 참치 등은 통조림 형태로 가공

되며, 푸딩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제공되고, 그 외에 대부분의 열처리된 식

품들은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되어 있다. 식품을 알맞은 용기에 넣어 포장한 후

고압상태에서 열을 처리하여 멸균시키며, 액상 또는 반고형 산성 식품(pH 4.6)의

경우는 고온충진법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 포장하여 가열처리 하는 방법으로

우주식품을 개발하였다(Turner & Smith, 1994).

(3) 중간수분형태 우주식품

반건조 식품(intermediate moisture food)은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은 제

한하고 식품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분을 제공하여 그 자체로 섭취될 수

있는 식품이다. 단순한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거나 설탕이나 소금

등을 첨가하여 화학적인 방법으로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15～

3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조 복숭아, 배, 살구 및 육포 등의 식품이 개발

되었다(Turner & Smith, 1994)

(4) 최소가공형태 우주식품

최소가공형태(natural form foods) 우주식품은 연성 포장지로 포장된 견과류,

쿠키류 및 영양바(granola bar) 등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즉석섭취가 가능한 형

태로 개발되었다(Turner & Sanford, 1974).

(5) 방사선 조사 우주식품

방사선 조사 우주식품(irradiated food)은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저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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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향상시킨 식품으로 현재는 쇠고기 스테이크나 칠면조 고기 등 육류에 한

정되어있다. NASA는 이러한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미국 식품의약안

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로부터 독점적인 사용허가를 받았으

며, 조사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유발되진 않는 에너지 수준의 선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조사는 과채류의 숙성 및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부패 및 병원성미

생물을 살균하는데 효과적이다.

(6) 신선형태 우주식품

신선형태 우주식품(fresh food)은 과일, 야채 등으로 저장기간이 짧아 단기간

의 우주임무나 초기 우주비행 시 섭취되는 형태의 우주식품이다.

3. 국외 우주식품 개발 현황

가. 미국 우주식품

1995년 2월 26일 FDA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우주비행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냉동, 포장 식육의 방사선 조사를 승인

하였으며(Table 1), 이에 NASA는 미육군 Natick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식육의

멸균을 목적으로 최소 44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우주식 스테이크 및 BBQ를

개발하였다(Fig. 1). 또한 FDA는 1995년 3월 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서 우주비행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동, 포장된 식육의 멸균을 위해 44

kGy 이상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한 우주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독성학적 위해성

이 없었으며 상업적 살균 및 영양학적 적합성에 대한 최근의 기준들을 충족시킨

다고 발표하였다.

나. 러시아 우주식품

러시아의 경우 대부분 진공 포장된 동결건조식품 또는 알루미늄 캔에 포장된

10% 이하의 수분을 함유한 식품들이다(Fig. 2). 러시아 우주식품의 방사선 조사

선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엄격한 미생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Table 2). 또한

3개월간의 우주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검사와 관능평

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주선 탑재 가능성을 인증하게 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상업적 살균제품의 경우 포자형성균이 식품 g당 10 CFU 이하여야 하고 혐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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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식품 5 g에서 검출되면 안 되며 pH가 4.2이하의 식품의 경우 효모와 곰팡

이 역시 식품 2 g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러시아의 우주식품 인증기관인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IBMP)가 제시하는 우주식품

의 미생물 기준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다. 기타 국가의 우주식품

일본, 유럽 등은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건설을 위

한 모듈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자국 우주인이 섭취할 우주식품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역시 유인우주선 발사와 더불어 우주식품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은 유인화성탐사를 위한 첨

단생명지원시스템(Advanced Life Supporting System) 개발을 진행 중이다.

4. 국내 우주식품 개발 현황

국내 우주식품 개발연구는 미비한 상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에서 단기간의 우주탐사를 위한 우주식품 및 특수식품 개발과 우주환경생존시스

템에서의 생물・의학적 영향평가 및 생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

행 되었다. 현재 러시아 IBMP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우주식

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선을 통해 우주식

품을 탑재하려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IB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8년 4월 ISS에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였던 한국우주인이 섭취한 4종(김치, 라면, 수정과, 생식바)의 우주

식품(Fig. 3) 개발이 완료되었다.

가. 김치(Kimchi; Ready to Eat; 70g, 35 kcal)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지만 발효식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

려우며,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김치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주공간에서도 장기저장이 가능하고, 김치의 신선한 관

능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 식품공학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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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가능한 원터치 캔 형태의 멸균 우주김치를 개발하였다. 캔 내부에는 김치로

부터 발생되는 김치국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식품용 특수패드를 함께 포장하여 국

물이 우주환경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

나. 라면(Ramen; Hot water 125mL, 5min; 45g, 180 kcal)

라면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편의성, 기호성 등을 고려할 경우 한

국형 우주식품의 주식으로서 적합한 제품이다. 그러나 우주환경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안전성 및 기존의 라면과 같이 국물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며, 우주공간에

서 물의 온도가 지상에 비해 낮아 낮은 온도에서도 호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이 개발한 우주라면은 70℃의 온도에서도 5분 만에 호화가 가

능하며, 스파게티와 같이 국물이 없는 비빔면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라면에 존재

하는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방사선 멸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다. 생식바(Saengshik Bar; Ready to Eat; 25g, 115 kcal)

생식바는 우주공간에서 즉석 섭취가 가능한 Bar형태로 제조되었으며, 우주인에

게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영양소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다. 생식바는 가공처리를

하지 않아 영양소 함량과 신선도가 높은 50여종의 생식을 주원료로 구성되었으

며, 우리나라 대표특산물인 홍삼농축액을 고농도로 첨가하여 기능성을 강화하였

다. 또한 생식의 경우 가열처리를 하지 않아 우주에서 미생물에 의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방사선 기술을 적용하여 미생물을 제어하였다.

라. 수정과(Sujeonggwa; Cold water 75mL, 5min; 10g, 55 kcal)

수정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료로서 우주공간에서 물만 부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분말형태이며, 우주인의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하였다. 액

상의 수정과를 Spray Drying 공법을 이용해 분말형태로 제조한 후 우주에서의

저장성 및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5. 우주식품의 조건

우주공간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주는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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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는 무중력 상태이며, 우주방사선이라 불리는 빛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상에서는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쉽게 활동할 수 있지만, 우주공간에서

는 중력이 없어 마치 깊은 물속에 잠수한 것처럼 활동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

다. 이로 인해 우주비행사에게 식욕부진, 골밀도 및 근육 감소 등 생리적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식욕부진은 영양결핍의 문제를 야기 한다. 초기의 우주식품은 식

품의 무게제한에 중점을 두어 대부분 건조형태와 튜브형태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능적 품질은 매우 낮았으며 이로 인한 식욕부진 및 영양결핍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관능적

품질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주식품은 우주선내에 냉장고가 없어 온도의 변화가 심한 우주선내의

환경 하에서 저장되어야 하므로 극한환경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주식품의 유통기한은 임무의 특성 및 기간에 따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저장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미생물 규격을 준

수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중 우주방사선은 미생물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무

리 우리 몸에 이로운 젖산균이라 할지라도 우주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로의 전

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우주식품은 완전 무균상태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대표적인 비가열 살균처리 방법으로 김치와 같이 가열 및 건조 처리를

할 수 없는 식품의 살균에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또한 감마선의 경우 투과력

이 높아 포장된 제품의 살균이 가능하므로 식품 고유의 관능적 품질변화를 최소

화 하면서 미생물적인 안전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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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의 필요성

1. 우주식품 개발의 중요성

1998년 11월 20일 러시아의 프로톤(Proton) 로켓으로 자라야(Zaraya) 모듈을

발사함으로서 시작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프로젝

트는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유럽연합 ESA 11개 국가와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16개국이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

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될 과학 탑재체 지원모듈을 개발 및 제작을 통한

ISS 프로젝트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

우 우리나라는 향후 ISS 외부 탑재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며 ISS를 이용한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가 예상되며, 연소과학, 기초 및 유체물리, 재료과학, 생물학/의

학, 지구/우주과학 등 많은 분야의 실험연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외에도 달

이나 타 행성 탐사활동 등에 우리나라 과학자를 탑승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2010

년 경 후보자들 중 3-5인의 우주인을 선발하고 2015년까지 양성시킬 계획이다.

우주공간과 같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

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들

의 건강을 위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순차적인 우주식품개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주식품을 우주임무의 특

성 및 기간에 따라 수개월 내에 완료되는 우주임무에는 단기저장 우주식품, 수년

동안 지속되는 우주임무에는 장기임무 식품시스템 그리고 우주기지 건설 후 지

속적인 임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착기지 식품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에 따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식품가공기술, 저장보존기술 및 포장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형 단기저장우주식품을 개발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수행

할 한국 우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맞이

하여 장기 우주여행 및 우주기지용 미래우주식품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미국 NASA에서는 우주식품의 주요 보존기술의 하나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

해오고 있으며, 우주임무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특수용품은 물론 일반적인 생활

용품의 안전멸균처리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Buescher et

al., 1975).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분야로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들 제품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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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와 안전저장/유통, 가공제품의 안전성 향상, 제조공정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분야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우주식품 및 실용품의 연구개발 등에서도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크게 확대

될 전망이나 국내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한국우주식품 개발 배경

2005년 3월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분야

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보고에

서 “Space Korea”를 선포하였으며, 2008년 한국인을 우주정거장에 체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들의 임무수행 및 생존을

위해 섭취할 한국 우주식품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장기계획의 수

립 및 순차적인 우주식품 개발연구의 진행이 필요하였다.

우주인의 생활을 위한 필수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주식품(Space Food)

이며 우주식품은 말 그대로 우주선, 우주정거장 및 달, 화성 등의 행성에 건설하

게 될 우주기지 등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다. 이

미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우주식품을 개발하

여 자국의 우주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서도 각 나라마다 생활습관

과 음식문화가 차이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한국인의 입맛에 적합한 우주식품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앞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될 우리나라 우주인을 위해 공급

되어질 한국 우주식품의 개발이 시급하였다.

3. 현 기술 상태의 취약성

현재 우주식품의 개발 및 안전공급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향후 국제

적인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우주식품의 경우 탈수 및

건조 등의 가공으로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주선의 연료 절약에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식품의 이와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우주식품을 개발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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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전투식량 등의 특수식량 생산제조 기술을 응용하여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저장성 문제와 우주식품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동결건조 또는 건조된 식자재의 이용이 요구된다. 우주식품의 특성상 취식이 간

편하고, 온도 및 환경조건에 대한 품질 안정성을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통적인 식

품보존방법과 함께 방사선 조사 기술을 병용하며 식품의 저장안정성이 크게 개

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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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우주미역국 개발

제 1 절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미역과 다시마는 부산 기장군의 청호수산(주)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다진 마늘, 쇠고기 양지, 소금은 정읍소재 소매점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배지는 Difco (Detroit,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품질평가에서 사용된 시약은 Sigma (Steinheim, Germany)사에서 구

입한 일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동결건조 미역국 제조

미역국의 재료 구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제조과정은 육수와 미역국 제조

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제조 하였다. 육수는 물 3 L에 쇠고기 양지 400 g,

다시마 20 g 및 다진 마늘 5 g을 넣고 30분간 가열 후 60 mesh sieve (Chung

Gye Industrial CO., Seoul, Korea)로 고형분을 걸러내어 모은 육수를 4℃에서 24

시간 보관한 후 경화된 지방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미역국은 육수 250 mL, 미

역 3 g (dry base), 소금 1 g을 첨가하여 10분간 끓여 제조하였다. 조리된 미역

국은 미역건더기와 국물로 분리하여 동결건조 하였고 건조된 미역건더기 2 g과

미역국물 분말 2 g을 혼합하여 알루미늄 포장지(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Sunkyung Co., Seoul, Korea)에 넣고 진공 포장하여 동결

건조 미역국을 제조하였으며, 이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포장된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7.81±1.09%, aw는 0.2±0.05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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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rmula of seaweed soup

Materials Weight (g) Ratio (%)

Seaweed 3 1.19

Meat stock
1)

250 98.42

Salt 1 0.39

Total 254 100.00

1)Boiling for 30 min after addition of beef 400 g, sea tangle 20 g, galic 5 g

and water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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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seaweed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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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 평가

동결건조 미역국의 미생물 오염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료무게의 10배에 해당

하는 멸균식염수 (0.89% NaCl)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Interscience Co., Nom, France)로 1분간 균질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는 러시아 IBMP에서 제시한 우주식품 미생물 평가 항목인 총균수,

대장균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세레우스균 및 진균류의 오염도를 평

가하였다. 건조시료를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 1 mL을 총균수에 대하여

Plate Count Agar (PCA, Difco, Detroit, USA), 살모넬라균은 SS agar (Difco,

Detroit, USA), 세레우스균은 MYP agar (Difco, Detroit, USA)에 주입한 후 굳

혀 평판을 만들었다. 각 평판은 35℃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

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

타내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3M Petrifilm (3M Microbiology Products, St.

Paul, USA)을 이용하였고 진균류는 PDA배지에 시료 희석액 0.1 mL을 도말한

후 25℃에서 76시간 배양하여 계수하였다.

동결건조 미역국의 멸균확인을 위하여 시료 4 g에 멸균된 증류수 200 mL 넣

어 재수화시켜 35℃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총균수를 측정하였다. 배양된 미역국

0.1 mL을 PCA 배지에 도말한 후 35℃ Incubator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3

0～300개의 집락이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FU/g으로 나타내었다.

가. 오염 미생물 순수분리 및 동정

동결건조된 미역국을 재수화시킨 후 35℃에서 48시간 배양한 미역국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PCA 배지에 도말하였다. 생성된 colony를 취하여 수차례

계대배양하여 순수분리 하였고 PCR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하였다. 목적 염기서열

로는 16S rDNA를 선정하였고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였다. Forward primer

는 27F 5‘-AGAGTT TGATCTGGCTCAG-3’ 와 Reverse primer는 1492R

5‘-ACGGTA CCTTGTTACGACTT-3’을 사용하였다.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얻어

진 16S rDNA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database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Altschul et al., 1997.).

나. 방사선 조사된 건조미역국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동결건조 미역국을 0, 5, 10, 15, 20, 25 및 30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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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60 방사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조사하였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는 선량별로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10진 희

석법으로 희석하여 PCA배지에 도말하여 총균수를 측정하였다.

다. 표준균주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표준균주를 동결건조 미역국에 접종한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저항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건조 미역국 시료를 30 kGy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시켰다.

표준균주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로부터 Bacillus cereus KCCM 12142와 Bacillus subtilis KCCM 11316

을 분양받았으며 PCA배지에 수회 계대배양 후 Tryptic Soy Broth (TSB, Difco,

Detroit, USA) 50 mL에 1백금이를 접종하여 Incubator에서 10일간 진탕배양(150

rpm) 하였다. 배양한 현탁액은 80℃의 항온수조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원심분리

(2500 rpm, 15 min)와 멸균된 식염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배지를

제거하였고 포자현탁액의 최종 농도가 7 log CFU/g이 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

였다. 건조미역국 4 g에 미생물 배양액 1 mL을 접종 후 0, 1, 3, 5, 7, 1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생존한 미생물 수를 확인하여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생존 미생물의 수는 방사선 선량별로 조사된 미역국에 멸균된 식염수 용액을 36

mL 첨가하여 stomacher를 이용하여 1분간 균질화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하

여 PCA배지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개체수를 90%로 줄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

D10 값은 아래의 log 생균수 값의 회귀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D10=
Dose (kGy)

(log N0-log N)

N0: 미생물의 초기균수

N :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

4. 방사선 조사된 건조 미역국의 품질 평가

동결건조 미역국에 10 kGy의 방사선 조사를 하여 비조사구 시료와 이화학적

성분변화 및 관능품질을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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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H

pH 측정은 1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에 70℃ 물 200

mL을 투입하여 재수화시켰고 상온에서 식힌 후 pH meter (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산가

미역국의 지방산패도는 산가측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미역국 지방 1 g을

추출하여 ether : ethanol = 1 : 1의 비율로 섞인 용매에 녹여 1%

phenolphthalein 용액 3방울을 떨어뜨려 1 N KOH 용액으로 적정한 양을 계산공

식에 대입하여 측정 하였다.

         Acid value = 
(V1-V0)×5.611×F

S

V1 : 본시험의 0.1 N KOH 용액의 적정소비량 (mL)

V0 : 공시험의 0.1 N KOH 용액의 적정소비량 (mL)

F : 0.1 N KOH 용액의 역가

S : 시료채취량 (g)

다. 색차

미역국의 색차는 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였다. 색차의 측정은 재수화된 미역국을 국물과 미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미역은 재수화된 미역국에서 분리한 후 표면의 국물을 제거하여 측정하였고

국물은 10 mL을 취해 지름 50 mm의 투명용기에 넣은 후 측정하였다. 이 때 표

준색은 L
*
값이 90.5, a

*
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

하였다.

라. 조직감

조직감은 재수화된 미역국에서 미역을 건져내어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Texture Analyzer (TA-XY2i,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

를 이용하여 Hardness를 측정하였다. 조직감은 Kim 등 (2009)이 제시한 조건으

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미역을 blade set with knife probe (HDP/BS,

cylindrical type)로 pre-test speed 3.0 mm/s, test speed 2.0 mm/s,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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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5.0 mm/s의 조건으로 1회 절단 시험을 실시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마. 미세구조 관찰

미역의 미세구조는 건조 미역을 0.3 × 0.3 cm의 크기로 잘라낸 후 Carbon

coater (108-CA, Jeol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gold 코팅 하였다. 미역의

현미경적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35F,

Jeo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20 kV의 가속전압으로 관찰하였다.

바. 미역국의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건조 미역국에 70℃의 물 200 mL을 첨가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한 panel은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나이, 성별을 기록하였고 각 시료는 물 컵, 시료를 뱉는 컵, 입 헹구는 물을

제공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

(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이취(Off-flavor)에 대하여 7

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매우 좋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 이었다.

5. 돌연변이 유발성 평가

동결건조 후 30 kGy로 방사선 조사된 우주미역국의 돌연변이유발성을 평가하

기 위해 Ames test를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을 시행하였다(Ames et al.,

1975).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을 사용

하였다.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건조 미역국을 멸균 식염수에 10진 희석법으로 10

배 희석하여 용해한 후 각각 1250～5000 ㎍의 농도로 시험구당 2개의 plate를 사

용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양성대조군은 대사 활성

계 미적용시 sodium azide (SA) 및 4-nitroquinoline-1-oxide (4-NQO)를, 대사

활성계 적용 시 2-aminoanthracene (2-AA)를 첨가하였으며 음성대조 물질로는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plate로부터 얻은 colony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돌연변이 colony수와 농도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대조군

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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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품질평가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20, 30 및 40℃ 저장온도에서

90일동안 저장하여 15일 간격으로 품질평가를 실시 하였다. 품질평가는 본 연구

에서 진행한 품질평가 항목과 동일한 실험을 실시 하였다.

7.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10.0)을 이용하

여 One Way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결과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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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및 고찰

1. 미역국의 위생학적 안전성 평가

가. 미역국 미생물 평가

Table 3과 Fig. 2에 제시된 배합비와 제조방법에 의해 조리된 미역국과 동결건

조 미역국의 미생물 평가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미역국과 동결건조 미역

국 모두 Table 1에 제시된 러시아 우주식품 미생물 규격 항목 중 비가열 식품의

총균수, 대장균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세레우스균 및 진균류 등에

있어 모두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미역국 제조시의 약 100℃, 40분간

의 가열에 따른 세균 영양세포의 사멸에 의하여 오염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동결건조 미역국의 완전사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결건조 미역국을

복원시킨 후 35℃에서 배양시간에 따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미역국을

제조한 직후 TAB는 검출한계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4시간 3.21 log

CFU/g, 48시간 후 7.01 log CFU/g으로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이후 표면에 불투

명한 막을 형성하며 부패취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00℃, 40분의 가열에

도 불구하고 멸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포자 형성 미생물의 경우 100℃의 온

도에서 완전히 사멸시키기 어려우며 Cho 등(2008)은 가열처리 후 건조를 통해서

낮은 수분활성도를 가지는 선식의 경우에서도 B. cereus가 사멸하지 않고 포자

를 형성하고 있다가 발아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Per 등(1997)은 B. cereus등

의 endospore를 형성하는 포자형성 미생물은 불안전한 조리과정을 거친 식품에

서 포자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48℃이하로 유지한 경우 빠른 증식을 하여 식중

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역국은 가열처리만을 통해서 미생물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며 가열처리 이외의 위생화 기술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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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crobial populations (log CFU/g) of the seaweed soup and dried

seaweed soup

Microorganisms Seaweed soup Dried seaweed soup

Total aerobic count ND1) ND

Coliform ND ND

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ND ND

Salmonella ND ND

Yest and Molds ND ND

Escherichia coli ND ND

Bacillus cereus ND ND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 log CFU/g.

Table 5. Microbial populations (log CFU/g) of the reconstituted seaweed soup

incubated for 48 hr at 35℃

Incubation time (hr) Reconstituted seaweed soup

0 ND
1)

24 3.21

48 7.01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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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 동정

70℃의 물 200 mL을 투입하여 복원한 동결건조 미역국으로부터 순수분리 배

양하여 얻어진 분리주에 대한 16S rDNA 염기서열을 NCBI의 BLAST search를

통해 동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동정된 결과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Acinetobacter genomosp, Enterobacter hormaechei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된 B. cereus는 그람 양성 간균으로서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고 호

기성 세균으로서 토양, 수중, 공기, 식물표면, 곡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 되어

있으며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Ham & Kim, 2006). 또한 IBMP

에서 제시한 우주식품 미생물 규격에서 B. cereus는 10 CFU/g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역국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열 처리 외에 B. cereus를

제어할 병용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B. subtilis는 주로 토양 속에서 서

식하며 그람 양성의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부패원인 세균으로서 장기간의 저

장기간 중 우주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정된 미생물의 대부분은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으로 미역국 제조 시

가열 과정 중에 포자를 형성하였다가 생육조건이 성립되면 다시 발아하여 증식

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가열처리만으로 미역국에 오염된 내생 포자를 제어하기

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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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dentification results from 16S rDNA sequence of bacteria isolated

from seaweed soup

Isolates
Closest match

(GenBank accession no.)
Similarity(%)

A Bacillus cereus (GQ280806) 1338/1338 (100)

B Bacillus subtilis (EF656456) 2779/2779 (100)

C Enterobacter hormaechei (EU239467) 1452/1452 (100)

D Acinetobacter genomosp (FJ860879) 1448/14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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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조사 미역국의 미생물 평가

동결건조 미역국을 0, 5, 10, 15, 20, 25, 3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한 후

재수화 한 후 35℃에 48시간 배양하여 총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

내었다. 비조사구와 5 kGy 시료는 48시간 배양 후 각각 7.00과 6.08 log CFU/g

의 호기성균이 검출되어 동결건조 미역국이 멸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시료에서는 48시간 배양 후에도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동결 건조된 미역국을 멸균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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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icrobial populations (log CFU/g) of the gamma-irradiated and

reconstituted seaweed soup after incubation for 48 hr at 35℃

Incubation

time (hr)

Dose (kGy)

0 5 10 15 20 25 30

0 ND1) ND ND ND ND ND ND

48 7.00 6.08 ND ND ND ND ND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 log CFU/g.

0 kGy 5 kGy

Fig. 3. Photographs of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reconstituted and

incubated for 48 hr at 35℃.



- 29 -

라. 오염 미생물 접종 및 방사선 감수성 평가

한국미생물보존센터로부터 분양받은 B. cereus KCCM 12142와 B. subtilis

KCCM 11316 균주의 포자를 접종하여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Table 8). 미

역국에 접종된 B. cereus 포자의 경우 90%의 포자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선량

인 D10 값은 0.75 kGy로 측정 되었고 B. subtilis의 D10 값은 0.79 kGy로 나타났

다. Lee 등(2004)은 멸균된 갈비에 B. cereus를 접종하여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

한 결과 D10 value가 0.66 kGy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으며, Kim 등(1998)은 우

육제품에 B. cereus와 B. subtilis의 포자를 접종하여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

과 B. subtilis의 D10 값은 0.59 kGy, B. cereus의 D10 값은 0.63 kGy로 B.

cereus의 포자가 B. subtilis의 포자 보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았고 이들 포자를

완전히 사멸 시키는 데에는 7 k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

나 본 실험의 결과인 두 표준균주의 D10 값은 이전의 10 CFU/g의 검출한계 이

하의 오염도를 나타낸 동결건조 미역국을 멸균하기 위해 필요한 선량(10 kGy)

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는 미역국에 정착하고 있는 미생물과 접종된 표준균

주의 방사선 저항성의 차이를 설명하며, 식품성분의 균체 보호효과 또는 biofilm

형성을 통한 방사선 살균효과 저하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Josephson

& Peters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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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diation survival curves of Bacillus cereus KCCM 12142 and

Bacillus subtilis KCCM 11316 strains inoculated in seaweed soup.

Table 8. Radio-sensitivities of Bacillus cereus KCCM 12142 and Bacillus

subtilis KCCM 11316 strains inoculated in seaweed soup

Microorganisms D10 value (kGy) R2

Bacillus cereus KCCM 12142 0.75 0.99

Bacillus subtilis KCCM 11316 0.79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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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된 미역국의 품질평가

가. 이화학적 품질특성 변화

0, 5, 10, 15, 20, 25,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한 후 동결건조 미역국에

70℃의 물 200 mL을 첨가하여 재수화하였다. 조사된 미역국은 pH, 산가, 색차,

조직감, 관능특성을 평가를 하였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비조사구 미역국도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비조사구 미역국은 pH 6.03으로 측정되었고 선량별로 조사된 미역국의 pH는

비조사구의 미역국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Table 9에 나타내

었다. 이는 Park 등(2009)이 보고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무생채의 pH가 조

사선량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고 Kwon 등(1994)이 보고

한 살균 처리된 혼합 조미료의 pH 값이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에서는 변화되

지 않았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우주 미역국의 지방 산패도를 나타내는 산가는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산가

는 비조사구 미역국과 30 kGy 조사구 미역국이 각각 0.65, 1.29로 측정되어 방사

선 조사선량의 증가는 지방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croix 등

(2004)이 분쇄 소고기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TBARS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 조사

가 TBARS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등(2006)이 분말스프에

선량별로 방사선 조사하여 TBARS를 측정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TBARS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TBARS는 산가와 같은 지방 산패 측정 방법

으로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산가가 증가 하는것은 기존의 TBARS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지질의 자동산화와

이취발생을 증가시키며 free radical 농도는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

로(Formanek et al., 2003, Ahn et al., 2000)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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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H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at different

doses

Dose (kGy) pH

0 6.03±0.15NS1)

5 6.03±0.08

10 6.02±0.05

15 6.00±0.11

20 6.03±0.09

25 5.98±0.08

30 6.01±0.14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NS Non-significantly

Table 10. Acid value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at

different doses

Dose (kGy) Acid value

0 0.65±0.08
a1)

5 0.69±0.05
a

10 0.71±0.05ab

15 0.79±0.07
bc

20 0.85±0.06c

25 0.84±0.07
c

30 1.29±0.14
d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a-d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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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리적 품질특성 변화

0, 5, 10, 15, 20, 25, 3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재수화한

후 미역의 경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비조사구 미역국의 미역과 비교하여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의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경도는 192.58±35.64 g으로 측정 되었고 방사선 선량이 증가 할 수록

미역의 경도는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비조사구 미역의 경도와 10 kGy로 조사

된 미역의 경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

미역의 경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30 kGy 선량으로 조사된

미역의 경도는 20.12±5.35 g으로 측정되어 비조사구의 미역에 비해 연화의 정도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yun 등(1991)은 방사선 조사한 염장미역의 조직감을

측정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가 미역 조직 연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이 저분자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Kim 등(2009)이 조사선량별 미역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비조사구

의 미역은 386.49±6.54 g인 반면 5 kGy 선량에서는 미역의 경도가 323.30±8.00 g

으로 미역의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국의 색차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색차는 동

결건조 미역국을 재수화 한 후 미역과 국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국물의 색차는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측정하였고 미역은 표면의 국물을 제거 한

후 투명 판넬 위에 올려놓고 각 시료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하였다.

선량별로 조사된 미역국 국물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명도는 조사 선량이 높아

질수록 감소하였고 적색도,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비조사구의 명도는 76.89±3.28,

15 kGy 조사구의 명도는 71.29±0.95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30 kGy 조사구의 명도는 66.15±2.54로 측정되어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명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와 10 kGy 조사구의 적색도

는 각각 -1.25±0.22, -0.99±0.17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30

kGy 조사구는 0.08±0.27로 측정되어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 적색도가 증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황색도의 경우 적색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

조사구와 10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각각 13.64±3.31, 14.81±2.19로 측정되어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30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34.58±3.24로 측정되

어 10 kGy이상의 선량에서 황색도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선 선량별 미역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선량

이 높아질수록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와 15 kGy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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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의 명도는 각각 33.98±2.42, 34.21±1.48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30 kGy 조사구는 40.26±0.18로 측정되어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명도

가 증가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와 15 kGy 조사구의 적색도는 각

각 -0.44±0.13, -0.22±0.11로 측정되어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30 kGy 적색

도는 0.03±0.08로 측정되어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적색도가 증가 하였다. 비조

사구와 15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각각 3.28±0.15, 3.42±1.27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30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7.83±1.24로 측정되어 15

kGy 이상 선량에서 황색도가 증가 하였다. Byun 등(1991)은 염장미역에 2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적용하였을 때 carotenoid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Artés-Hernandez 등(2009)은 11.35 KJm-2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UV-C 방사선 처리에도 시금치의 색도 및 클로로필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09)은 5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미역

고유의 색소 성분인 fucoxanthin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10 kGy～15 kGy의 선량에서도 색차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 되고, 국물은 명도가

감소하며 미역은 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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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ardness of seaweed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Irradiation dose (kGy) Hardness (g)

0 192.58±35.64a1)

5 184.96±18.74
a

10 168.32±22.28ab

15 121.56±22.37
b

20 84.68±26.15bc

25 59.35±16.54
c

30 20.12±5.35d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a-d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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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unter‘s color values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Hunter's
value

Dose
(kGy)

Seaweed soup

Soup Seaweed

L

0 76.89±3.28a1) 33.98±2.42c

5 76.25±1.51a 33.58±1.76c

10 74.96±1.83a 34.31±1.88c

15 71.29±1.95
ab

34.21±1.48
c

20 68.47±2.10
b

37.48±1.28
b

25 66.48±0.85
b

38.15±0.48
b

30 66.15±2.54
b

40.26±0.18
a

a

0 -1.25±0.22
b

-0.44±0.13
b

5 -1.18±0.15
b

-0.39±0.08
b

10 -0.99±0.17
b

-0.24±0.07
b

15 -0.76±0.18
ab

-0.22±0.11
b

20 -0.43±0.25
a

-0.20±0.05
ab

25 -0.18±0.31
a

-0.09±0.14
a

30 0.08±0.27
a

0.03±0.08
a

b

0 13.64±3.31
c

3.28±0.15
b

5 14.01±2.25
c

3.25±0.28
b

10 14.81±2.19
c

2.78±0.31
b

15 16.02±3.21
bc

3.42±1.27
b

20 20.83±3.09
b

4.92±1.21
ab

25 30.14±2.15
a

6.15±2.13
a

30 34.58±3.24a 7.83±1.24a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a-c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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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능품질 변화

0, 5, 10, 15, 20, 25, 3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재수화

한 후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국의 관능의 변화를 평

가하였다. 이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관능 평가는 7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매우 좋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

이었다. 관능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비조사구의 미역국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

타냈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조사구는 비조사구의 미역국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5 kGy

조사구는 Taste와 Overall acceptance에서 비조사구 미역국과 유의적 차이가 나

타났으며 나머지 관능평가 항목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5 kGy

이상의 조사구는 Color를 제외한 관능평가 항목에서 기호도가 낮게 평가 되었으

며 Texture와 Off-flavor는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관능적 기호도가 크게 나빠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kGy 조사구의 경우 Textue의 관능적 기호도가 2.3으로

평가되어 관능적으로 매우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30 kGy 선량으로 조사

된 미역의 조직이 연화 됐기 때문이라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30 kGy 선량

으로 조사된 미역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다른 조사구에 비해 낮게 측정 되었고

Off-flavor는 4.3으로 측정되어 조사선량이 높아 질수록 Off-flavor가 증가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아 질수록 산가가 증가하여 발

생한 산패취에 의한것이라고 사료되어지며 방사선에 의한 조사취는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생성된 free radical의 작용으로 단백질과 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라고 보고 된 바 있다(Ahn et al., 2000; Formanek et al., 2003; Mcmillin et al.,

1996; Nam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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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at different doses

Irradiation

dose

(kGy)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 flavor

0 5.3±0.4NS1) 5.0±0.4a 5.3±0.5a 5.5±0.5a 5.7±0.3a 1.9±0.3b

5 5.0±0.3 4.6±0.3a 4.4±0.4a 4.9±0.3a 4.6±0.5a 2.3±0.2b

10 5.2±0.3 4.7±0.3a 4.3±0.5a 4.8±0.3a 4.5±0.5a 2.4±0.2b

15 4.8±0.4 4.8±0.4a 4.0±0.3ab 3.8±0.5b 4.0±0.4ab 3.4±0.3ab

20 5.0±0.5 4.0±0.3b 3.7±0.6b 3.4±0.3b 3.6±0.3b 3.2±0.4ab

25 4.7±0.2 4.3±0.3b 3.9±0.4b 3.0±0.4b 3.5±0.5b 3.5±0.5a

30 4.8±0.3 3.7±0.4b 3.4±0.4b 2.3±0.5c 3.3±0.5b 4.3±0.5a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NS Non significantly

a-c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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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미역국의 돌연변이유발성

우주미역국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품질학적으로 비조사구와 유사한

품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방사선 조사선량인 10 kGy 보다 높은 30 kGy의 선량

으로 조사된 미역국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Ames test를 통해 평가하였

다.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

성 돌연변이주를 이용하여 복귀돌연변이를 검출하는 시험법으로 복귀돌연변이

colony수와 농도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대조군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한다. 방사선 조사 또는 비조사 대조구의 Salmonella Typhimurium TA98 과

TA100에 대한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본 실

험의 방사선 조사와 비조사 미역국에 대해서 전 농도에서 음성대조구의 복귀변

이 보다 2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돌연변이원

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홍삼분말에 대해 본

실험과 동일한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에서 변이

원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Lee et al., 2001)와 식품을 이용한 조사/비조사

구의 돌연변이원성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Kooji et al., 1978)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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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nduction of His+ revertantsin Salmonella strains (TA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29±71) 26±7 208±2 215±7

2,500 36±7 32±7 143±12 185±4

5,000 37±2 32±2 149±28 148±10

30

1,250 35±8 33±4 171±28 166±4

2,500 28±1 38±2 170±6 162±19

5,000 37±2 32±1 150±26 148±9

Negative

control
H2O 22±2 34±3 173±26 196±10

Positive

control

4-NQO 0.5 1087±43

2-AA 2 1192±56

SA 0.5 781±52

2-AA 2 1394±59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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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 미역국의 저장 안정성 평가

가. 산가

본 연구에서 방사선을 선량별로 미역국에 조사하여 미생물, 품질, 관능 평가

및 돌연변이 유발성을 평가한 결과 10 kGy의 선량에서 미역국이 멸균 되었으며

품질학적, 관능적으로 비조사구 미역국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방사

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주미역국을 제조

하는데 품질학적, 관능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

기위해 필요한 방사선 조사선량은 10 kGy로 고정하였다.

10 kGy 선량으로 조사된 우주미역국을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라 산가를

측정하여 Table 15에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미역국을 10 k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산가를 측정한 결과 0.89±0.08로 나타났다. 이를 20℃, 30℃ 및 40℃ 저장구에

서 90일동안 저장하여 산가를 측정한 결과 각각 0.99±0.08, 1.04±0.06 및

1.05±0.12로 측정되어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산가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Acid value of seaweed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of 90 days

Storage period
(days)

Storage temperature(℃)

20 30 40

0 0.89±0.08NS1) 0.89±0.08NS 0.89±0.08NS

15 0.88±0.05 0.91±0.12 0.91±0.09

30 0.89±0.07 0.90±0.09 0.95±0.05

45 0.90±0.05 0.93±0.05 0.94±0.05

60 0.93±0.06 0.98±0.04 0.97±0.05

75 0.97±0.08 1.02±0.06 1.01±0.08

90 0.99±0.08 1.04±0.06 1.05±0.12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NS Non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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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차

10 kGy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저장 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라 재수화 하여 색차를 측정하였다. 색차는 재수화된 미역국을 국물과 미역으

로 분리하여 각각의 색차를 측정하였고 이를 Table 16과 17에 나타내었다. 저장

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미역국물의 명도는 20℃, 30℃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 하여도 명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40℃ 저장구에서는 저장

기간이 45일 이후부터 명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0℃, 30℃ 및 40℃ 저장구에서 90일간 저장된 미역국물의 명도는 각각

72.46±1.28, 73.54±3.04, 64.94±2.05로 나타났다. 20℃, 30℃ 저장구는 명도의 유의

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40℃ 저장구의 명도는 다른 저장구와 유의적인 차

이가 측정되므로 30℃ 이상의 저장 온도는 미역국물의 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되어진다. 미역국물의 적색도는 저장 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와 30℃의 저장구에서는 3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조사 직후 미

역국물의 적색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5일 부터는 적색도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0℃, 30℃ 저장구의 적색도가 각각 0.30±0.25, 0.96±0.31으로 측정되어 조사 직후

적색도가 -1.37±0.59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 저장구에서는 15일의 저장기

간이 경과 하였을때의 적색도가 조사직후 미역국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한 후 적색도가 8.95±0.64로 측정되어 다른 저장온도구 보다 적

색도가 7.99～8.65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저장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경과 할

수록 적색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색도를 측정한 결과 저장온도가 높

고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증가하였고, 이는 적색도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판단

된다. 우주 미역국의 조사 직 후 황색도는 15.07±0.75로 측정되었다. 저장기간이

90일 경과 하였을때 20℃, 30℃ 및 40℃ 저장구의 황색도는 각각 24.00±1.22,

28.35±1.22 및 58.31±4.33으로 측정되어 40℃ 저장구의 황색도가 가장 높았다. 우

주 미역국은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

되어 저장온도와 저장기간이 미역국의 갈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역의 색차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색도,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으나 명도는 모든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에 경과하여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미역의 명도는 조사 직후 32.52±0.65로 측정되

었으며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 하였을때 20℃, 30℃ 및 40℃ 저장구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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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0.11, 34.09±0.22 및 30.89±2.15로 측정되어 미역의 명도는 저장온도와 저장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도는 20℃ 저장구에서 90일의 저

장기간이 경과 하였을때 0.14±0.14로 측정되어 조사 직후 -0.42±0.23으로 측정된

적색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6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 하였을때 적

색도가 -0.25±0.21로 측정되어 비조사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30℃ 저장구는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 하였을때 적색도가 0.13±0.08로 증가

하였고 45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하였때 -0.25±0.11로 측정되어 비조사구 미역의

적색도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0℃ 저장구도 다른 저장구와 유사

하게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하였을때 0.11±0.05로 측정되었고 6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할때까

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황색도는 20℃ 와 30℃ 저장구에서 저장기

간이 경과하여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0℃ 저장구는 90일의 저장

기간이 경과하였을때 황색도가 4.72±0.35로 측정되어 황색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장기간이 75일 경과할때까지 황색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미역 등 갈조류에는 carotenoid계열의 fucoxanthin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carotenoids는 지용성이며 이중 결합수가 많을수록 황색에서 적색으로 이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포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열, 산, 광조사, 금속

이온 및 과산화물 등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어 파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Mascio et al., 1989) 된 바 있으며 이러한 fucoxanthin의 특성으로 인해 우

주 미역국의 갈변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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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Hunter's color of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different

temperatures

Hunter’s

value

Temp.

(℃)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75 90

L

20 74.96±0.59NS1) 74.85±1.14 74.29±1.31 74.22±0.91 75.47±1.32 73.24±0.93 72.46±1.28

30 74.96±0.59NS 75.35±1.11 73.95±2.08 73.05±1.94 72.55±3.56 72.35±2.11 73.54±3.04

40 74.96±0.59a 75.65±0.89a 72.59±1.54ab 70.74±0.75b 70.57±0.61b 71.56±1.27b 64.94±2.05c

a

20 -1.37±0.59c -1.25±0.28c -0.84±0.42c -0.46±0.24bc -0.28±0.31b 0.14±0.15b 0.30±0.25a

30 -1.37±0.59c -1.34±0.44c -0.58±0.21c -0.31±0.34bc 0.13±0.37b 0.45±0.20ab 0.96±0.31a

40 -1.37±0.59d -0.05±0.24d 0.18±0.11cd 0.35±0.41c 0.69±0.24c 2.87±0.35b 8.95±0.64a

b

20 15.07±0.75c 16.39±1.42c 17.59±0.89c 16.97±1.04c 20.48±0.84b 24.28±1.01a 24.00±1.22a

30 15.07±0.75d 17.35±2.10c 18.59±1.11c 19.09±2.38bc 23.65±2.05b 27.36±0.99a 28.35±1.22a

40 15.07±0.75c 20.49±3.11c 24.59±2.67c 23.19±4.02c 29.98±3.05c 43.70±3.27b 58.31±4.33a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NS Non significantly

a-d Mean values within a ra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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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Hunter's color of seaweed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different temperatures

Hunter’s

value
Temp.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75 90

L

20 32.52±0.65
NS1)

32.11±0.52 32.22±1.25 34.58±1.75 34.54±3.08 33.07±0.25 32.85±0.11

30 32.52±0.65
NS

32.47±1.54 33.42±1.11 36.91±1.58 35.18±2.28 35.10±0.65 34.09±0.22

40 32.52±0.65
NS

32.84±1.53 32.66±2.22 34.94±2.25 33.95±1.56 32.34±2.58 30.89±2.15

a

20 -0.42±0.23
b

-0.41±0.11
b

-0.33±0.14
b

-0.21±0.31
b

-0.25±0.21
b

0.03±0.11
a

0.14±0.14
a

30 -0.42±0.23
c

-0.33±0.07
c

-0.28±0.12
c

-0.25±0.11
c

-0.02±0.05
b

-0.01±0.07
b

0.13±0.08
a

40 -0.42±0.23
b

-0.38±0.15
b

-0.36±0.17
b

-0.27±0.11
b

-0.21±0.08
b

0.05±0.04
a

0.11±0.05
a

b

20 2.78±0.36
NS

2.84±0.22 2.92±0.14 3.27±0.24 3.28±0.11 3.30±0.48 3.30±0.24

30 2.78±0.36
b

2.95±0.15
b

3.34±0.25
b

3.14±0.17
ab

3.08±0.28
a

3.27±0.54
a

3.36±0.31
a

40 2.78±0.36
b

2.68±0.15
b

2.76±0.21
b

2.94±0.07
b

2.98±0.14
b

3.06±0.35
b

4.72±0.35
a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NS Non significantly

a-c Mean values within a ra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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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감 및 미세구조 관찰

우주 미역국의 조직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70℃ 물 200 mL을 투입하여 재수화

된 미역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Table 18에 나

타내었다. 미역은 모든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경도가 낮아졌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직후 미역국을 재수화

하여 미역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148.32±65.82로 측정이 되었으며 90일의 저장기

간이 경과하였을때 20℃, 30℃ 및 40℃ 저장구는 각각 105.11±19.57, 102.84±26.25

및 100.86±27.85로 측정되어 미역의 경도는 줄어들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 표면조직의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Fig. 5-7에 나타내었다.

미역의 경도는 모든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측정되었으며 미역의 표면 조직 또한 모든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하

여도 표면조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역의 경도가 모든 저장

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다

고 판단된다.

Table 18. Hardness changes of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different temperatures

Storage period

(days)

Storage temperature(℃)

20 30 40

0 148.32±65.82
NS1)

148.32±65.82
NS

148.32±65.82
NS

15 118.11±18.24 108.05±23.95 114.34±14.14

30 105.35±21.63 104.69±17.65 103.50±22.69

45 102.64±19.75 106.18±12.56 104.58±29.57

60 100.64±17.56 99.48±21.05 100.64±25.48

75 103.46±18.46 103.54±12.18 100.68±28.06

90 105.11±19.57 102.84±26.25 100.86±27.85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NS Non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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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seaweed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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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seaweed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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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seaweed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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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능평가

저장 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관능 평가 결과를 Table 19-21에 나타내었다.

관능평가 결과 모든 저장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능적 기호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저장구에서 저장된 우주 미역국은 모든 관능 평가항목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저장기간이 경과 하여도 관능적 기호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30℃ 저장구에서 저장된 우주 미역국도 20℃ 저장구와 유사한 관능

적 기호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20℃와 30℃ 저장구의 품질특성이 유사하게 나타

난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40℃ 저장구의 우주미역국은 Color를 제외한

모든 관능평가 항목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관능적 기호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Color는 15일의 저장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조사

직후의 기호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한

후 관능적 기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90일의 저장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관능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역국의 색차를 측정

한 결과 40℃ 저장구에서 우주 미역국의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하여 Color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우주 미역국의 Color에 대한 기호도

감소는 전반적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9.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20℃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
NS1)

4.8±0.6
NS

5.1±0.5
NS

4.6±0.6
NS

5.0±0.4
NS

1.9±0.4
NS

15 5.0±0.6 4.3±0.2 4.1±0.1 3.9±0.4 4.3±0.2 1.5±0.3

30 5.1±0.4 4.5±0.4 5.0±0.4 4.5±0.4 5.2±0.3 1.3±0.2

45 4.4±0.4 4.5±0.3 4.5±0.5 4.2±0.5 4.2±0.4 1.2±0.3

60 5.2±0.3 4.5±0.3 4.5±0.4 4.1±0.5 5.0±0.3 1.5±0.4

75 5.1±0.2 4.8±0.1 4.8±0.3 4.3±0.3 4.8±0.3 1.7±0.5

90 5.2±0.4 4.8±0.1 5.0±0.2 4.4±0.2 4.8±0.5 1.2±0.4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NS Non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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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30℃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NS1) 4.8±0.6NS 5.1±0.5NS 4.6±0.6NS 5.0±0.4NS 1.9±0.4NS

15 5.1±0.3 4.9±0.3 4.6±0.4 4.8±0.1 4.0±0.3 2.3±0.4

30 4.7±0.2 4.2±0.2 4.3±0.3 4.3±0.1 4.2±0.3 2.6±0.5

45 4.3±0.3 4.2±0.1 4.1±0.3 4.3±0.1 4.2±0.1 2.0±0.5

60 4.5±0.3 4.1±0.5 4.5±0.4 4.3±0.5 4.0±0.1 2.2±0.9

75 4.8±0.4 4.5±0.3 4.4±0.5 4.2±0.3 4.4±0.2 1.8±0.5

90 5.2±0.5 4.6±0.4 4.6±0.6 4.8±0.4 4.6±0.4 1.4±0.3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NS Non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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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treated with 10 kGy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90 days at 40℃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a1) 4.8±0.6NS 5.1±0.5NS 4.6±0.6NS 5.0±0.4NS 1.9±0.4NS

15 4.9±0.4
a

4.6±0.4 4.0±0.2 4.0±0.2 4.0±0.8 2.6±0.5

30 3.7±0.2
b

4.5±0.1 4.2±0.1 4.0±0.1 4.5±0.4 2.1±0.4

45 3.8±0.3
b

4.6±0.2 4.2±0.3 4.1±0.2 4.1±0.6 1.8±0.6

60 3.7±0.2b 4.4±0.4 4.3±0.4 4.3±0.4 4.3±0.4 2.3±0.2

75 3.7±0.4
b

4.5±0.2 4.3±0.4 4.0±0.2 4.5±0.3 2.1±0.1

90 3.5±0.3
b

4.6±0.1 4.2±0.5 4.2±0.1 4.4±0.5 2.2±0.3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NS Non significantly

a-b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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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주미역국 인증평가

현재 우주식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선을

통해 우주식품을 탑재하면 NASA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IB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IBMP의 우주식품 인증절차는 예

비평가, 저장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약 51일이 소요된다. 각각의 평가는 미생

물과 관능평가로 구성되며 요구되어지는 미생물의 기준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7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4종의 한국형 우주식품의 예비평가절차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저장평가는 우주선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51일간 수행되며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관능평가가 수행된다. 이 때 5개의 샘플은 미생물평가에 사용되고 2개는

관능평가에 사용되며 각각 0, 21, 36, 51일차에 실시된다. 전체적인 저장평가의

절차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즉, 0일차에 미생물평가 및 관능평가가 수행되며

21일간 18-25℃에서 저장 후 다시 미생물평가 및 관능평가가 실시된다. 이때 관

능평가는 0일차의 품질을 대조구로 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사하

게 된다. 이후 21일은 18 ~ 25℃, 35℃ 2일과 30℃ 1일을 15일 동안 번갈아 가며

총 36일간 저장한 샘플의 미생물평가 및 관능평가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35℃

2일과 30℃ 1일을 36일 동안 번갈아 가며 저장한 후 15일간 25℃에서 저장한 샘

플의 미생물평가 및 관능평가 실시된다.

최종평가는 예비평가 및 저장평가의 결과 분석과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문서

작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증 이후 우주식품은 Nomex bag에 포장되어 소유즈호

가 발사되는 Baikonur로 이동되며 우주식품 실험을 위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작

성되어야 한다.

2009년 9월 우주미역국의 우주선 선적을 위한 51일간의 IBMP의 우주식품 적

합성 인증평가가 수행되었으며, 12월에 우주식품 인증서를 획득하였다(Fig. 9-13).

Fig. 8. Procedure of the certification test for Korean spac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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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preliminary test of the space seaweed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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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microbiological test after 21 days of li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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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 of microbiological test after 36 days of li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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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ult of microbiological test after 51 days of li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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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certificate of seaweed soup as a space foods for the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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