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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 목

요 약

인삼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5차년도의 연구는 감마선조사기술을 이용하여 홍삼분말제품의 현행 살

균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륜 복적으

로 수행되었다. 홍삼 및 그 제품은 한국담배언삼공사에 의해 생산됨으로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다고 볼수 있으나 원료홍삼의 저장이나 제품의 장기

유통과정에서 해충， 미생물동에 의한 생물학적 품질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훈증제둥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콩

식품의 미생물적 품질관리흘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화학보존제냐 훈증제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유해성과 환경공해 우려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중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감마션을 이용한 식품저장 및 위생화는 그 안전

성이 국제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었고 현재 25개국에서 본 조사기술이 산업

적 규모로 실용되고 있다. 홍삼은 엄격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하에 생산

되고 있으나 저장/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저장이나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유통시킬 때에는 미생물적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현행 홍삼분말의 제조공정은 원료를 스팀에 의해 가압살균하고

재건조하여 분쇄한 후 포장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그 중 오염의 가능성

이 있는 공정은 분쇄， 포장용기， 공기 및 포장 중 오염 동이 있다. 따라서，

오염을 최소화 하는것과 오염된 제품을 살균하는 방법둥을 모색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초고압 살균，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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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마야크로웨이브 살균， 오존 살균 등을 실험적으로 평가해 보았으나，

스팀에 의한 가압살균과 초고압살균은 고온으로 홍삼의 독특한 향미성분의

변화와 갈변 및 분말의 응결현상이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고 내열성균의 살

균 불충분과 포장둥의 처리공정에서 2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부적당 하였

다. 또한 250-270 nm의 자외선 조사는 투과력이 약하여 (1/1000 mm) 외

표면외의 혼입 미생물은 살균할 수 없었고， mIcrowave 처려 역시 홍삼분

말 자체의 수분함량이 낮기때문에 살균효과가 불충분 하였으며， 오존처려

역시 일반세균의 살균은 물룬 대장균군의 살균효과도 없었으므로， 현행와

어떤 살균방법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삼분말의 위생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가능

성을 검토할 목척으로 수행되었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홍삼분말시료는 한국담배언삼공사 고려인삼창에서 1993년 산 시판제품

을 구업하였으며 구입시 홍삼분말의 수분함량은 7%수준이었다. 홍삼분말

은 I nylon 15，μ/polyethylene 75，μ 접합 포장재를 어용 포장하였으며， 방사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 (상업적 조사시설， 그린피아 주식회사)을

여용하여， 비조사， 2.5 kGy, 5 kGy, 7.5 kGy 및 10 kGy를 조사한 후 실온

에 각각 저장하면서 홍삼분말의 저장중 미생물학적 (호기성전세균， 효모

몇 곰팡이， 대장균군)， 이화학적 및 영양학적 (일반성분， pH, 산도， 사포닌，

지방산， 아며노산， 유리당， 무기질. DPPH, 색소， 산패도， 색도 풍) 특성시험

을 수행하여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 살균에 따른 품질 안전성에 관한 영향

을 확인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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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의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마생물학적 안정성

홍삼분말의 미생물오염도는 호기성전세균여 9.4 X 104 CFU/g, 곰팡이

가 5.0 X 102 CFU/g이었다.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도 양성으로 위생적

측면과 품질안전성을 위해서는 살균공정이 요구되었다.

감마션조사에 따른 오염미생물의 살균효과는 호기성전세균은 7.5 kGy ,

곰팡이 및 대장균군은 2.5 kGy의 조사선량으로 검출한계 이하로 제거시킬

수 있었고 실온에서 6개월 저장후에도 미생물의 생육과 증식온 없다.

2. 이화학적， 영양학적 안정성

감마선조사된 홍삼분말의 이화학적 및 영양학적 특성시험에서 일반성분

은 10 kGy 까지의 조사로서 변화가 없었으며， pH 및 산도는 감마션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저장기간의 경과와 함께 pH는 감소되고 산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BA 가는 감파선조사군이 조사선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되었고 비

조사군이나 감마션조사군 모두 저장기간의 경과로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였

다.

홍삼분말의 갈변도는 10 kGy조사군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였고 모든

시험군이 저장기깐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홍삼분말의 색도는 감마선조사 직후 10 kGv 조사군에서 비조사군에 비

해 명도와 황색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육안적 식별은 곤란하였고， 저장기

간의 경과로 총색차값 caE)은 비조사군이 7.43 조사군이 6.30-7.03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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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군악 색도변화가 현저하였다.

DPPH에 의한 수소공여능은 비조사군과 감마선조사군간에 차이가 없었

고 저장 6개월에 모든 시험군이 다소 높은 활성을 보였다.

홍삼분말의 지방산조성은 17종의 지방산을 확인하였고 고도불포화지방

산이 63.04-63.70% , 총불포화지방산이 73.23-73.70%로 비조사군이나 감마

션조사군간에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유리아미노산의 조성은 감마선조사군이 비조사에 벼하여 senne 과

glutamic acid의 감소와 threonine의 증가를 보였고， 총아미노산 조성에서

는 tyrosine의 유와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총아미노산 함량에 있어서는 차

이가 없었다(P<0.05).

무기질 조성에 있어서는 potassium, calcium아 높은 함량을 보였고 감

마션조사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홍삼분말의 주요성분으로 조sapomn함량은 77.6-79.O mg g-l였고I TLC

및 HPLC 패턴 분석결과 10 kGy 까지의 감마선조사는 주요 ginsenoside

함량 및 패턴에 변화없이 안정함을 보였다.

유리당조성에 있어서는 비조사군에 비해 7.5 kGy 와 10 kGy의 고션량 조

사군에서 glucose, sucrose, maltose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P<O.05).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홍삼분말에 흔입된 미생물은 호기성전세균 뿐만

아니라， 곰팡이 및 식품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도 오염되어있어， 고려삼전

래의 성가에 상용하는 우수한 품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살

균처리방법 풍의 품질관리체계가 요구되며， 이률 위해서는 감마선조사에

악한 살균방볍이 최적임을 알 수 있었고， 1994년 후반기 인삼제품류를 포

함한 7개식품군에 대한 건전성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선청중에 있어 허가를

취득후 곧 산업적 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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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Irradiation Techniques for Quality Improvement of

Ginseng Produc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fifth year research program on Korean ginseng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mprove the microbiological quality and physical

properties of red ginseng powder by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The quality of red ginseng and their products were strictly

controlled by government invested Korean Tobacco Ginseng Co., but

there is a need in red ginseng production for alternative technology of

decontaminating and disinfestating in view of supplying stable raw

material and securing the hygienic production because the use of food.

fumigants and preservatives has been restricted due to their harmful

effects on human and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work was intended to develop sani않ry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red ginseng f.X)wders using irradiation techniques which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productivity and provid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other sanitary process containing chemical fumig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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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ginseng powder was purchased from Korean Tobacco Ginseng

Co. The moisture content of the red ginseng powder was about 7%.

The red ginseng powders were aerobically packed in pouches laminated

with 15 μ m nylonl75 μ m polyethylene. The packed powders were

eXIX>sed to a ooCo gamma ray source at room temperature. The dose

levels applied were 0, 2.5, 5, 7.5 and 10 kGy. The irradiated samples

were stored together with the non-iπadiated samples at ambient

temperature and used for the evaluation of microbiological quality (t야al

aerobic bacteria, yeast & mold, and coliforms) , physicochemical

properties (proximate composition, pH, acidity , DPPH, browning

pigment, TBA and color parameter) and nutritional safety (saponin,

fatty acid, amino acid, free sugar and mineraI).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Microbiological safety

Initial microbial population of red ginseng powder was 9.4xl04

CFU/g of total aerobic bacteria, 5.0xl02 CFU/g of mold and 3.0xlOl

CFU/g of co1ifonns. Those populations were higher than the legally

permissive loads of microorganisms. However, gamma irradiation at 7.5

and 2.5 kGy could sterilize total aerobic bacteria, and molds & coliforms

below detectable levels, respectively. The gamma irradiation efficacy on

the microbiological quality was also recognized in the red ginseng

powder stored for six month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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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ysicochemical and Nutritional safety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red ginseng powder was not changed

by gamma irradiation upto 10 kGy.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H and acidity were also obseved by

gamma irradiation. However, the acidity in the stored samples increased

slightly from that of samples inun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TBA value increased depending on the increment of ‘ irradiation dose

level. All the stored samples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showed a higher TBA value than that of non-stored samples.

The amount of browning pigment increased at 10 kGy and also

increased with the elapse of storage period.

Hunter ’s color parameters such as lightness (L) and yellowness (b)

of the sample decreased at the high dosage (10 kGy). During storage,

changes in overall color difference (L1 E) were more evident in the

nonirradiated sample (7.43) than in the gamma-irradiated samples

(6.30-7.03).

Hydrogen donating activ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When stored for six months at

room temperature, however, its activity was more increased than that

of non-stored sample.

Seventeen kinds of fatty acids , which were composed of

63.04-63.70%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 and 73.23-73.70% of total

unsaturated fatty acid, were analyzed from red ginseng powder. No

-9-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fatty acids were observed

between gamma-irradiated and nonirradiated samples.

The amount of released free amino acids was affected by gamma

irradiatio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hreonine and a decrease in

the amount of serine and glutamic acid were observed by gamma

irradiation.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ontent of tyrosine was

observed, but total ammo acid content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y

gamma irradiation (P<O.05).

The major mineral compositions of red ginseng were potassium and

calcium. The content of minerals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y

gamma irradiation.

The crude saponin content of red ginseng powder was about

77.6-79.0 mg g-l. The saponins were found to be very stable to gamma

irradiation up to 10 kGy; no changes in the content and the patterns of

TLC 뻐d HPLC of ginsenoside fractions were obseπed.

Irradiation dose at 7.5 and 10 kGy caus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lusion of free sugars such as glucose, sucrose and maltose

(P<0.05).

Based upon th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gamma irradiation can

effectively improve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red ginseng powders

without significant unfavorable chang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rradation technology is a viable alternative method to other sanitary

process containing chemical fumigant and will be useful for the

imprpvement of the quality of red ginseng powders and thei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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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뿔 역펼



체 I 장 서 로L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건

강에 대한 얼반국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약물이 아닌 찬연물

질로서의 생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홍삼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삼에 대한 효능 및 그 우수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는

데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노화， 순환기， 면역， 암， 대사조직， 신경계， 소

화기계 등에 특효가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홍삼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이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면역과 암에 관해 우위성

이 증명되었고， 앞으로 노화와 판련된 홍삼의 효능이 부각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l)

홍삽이란 오래전부터 발달되어온 인삼의 가공방법으로서 일쩨기 조선조

선조시대부터 파삼 (把藝)이라는 명칭으로 제조되기 시작하였고 고종 20년

에 비로소 홍삼 (紅흉)이라는 문자가 법령 (조선국세관규칙 : 朝蘇國脫關規

則)에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2) 홍삼은 수삼 (水髮)을 장기간 저장할

목적으로 증숙 (薰熟) 또는 팽숙 (H:향熟)하거나 가타의 방법으로 인삼의 전

분을 호화시켜 건조 저l 품화한 것을 말한다. 이논 6년동안 재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수세 - 증삼 - 건조과정을 거친뒤 정형 - 선별 - 포장 둥의

공정으로 제조되는데 제조과정중 바효소적인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농

다갈색의 색상을 가지며 매우 단단한 형태로 가공하여 원형을 유지시킨 인

삼제품이다. 이러한 홍삼의 주요생산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북

한 둥이띠 특히 한국의 홍삼 및 그 제품은 민간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백

삼 및 그 제품과는 달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제조용 원료 수삼의 재

배 및 수확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그러고， 현대적인 제조공정과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격 의 위 생 적 인 시 설하에서 제조되 어 엄

격한 품젤관리 시스템을 거쳐 국내판매 및 국외로 수출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다고 볼 수 있다1) 그러니· 원료 홍삼의 저장이나 제품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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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통과정에서 해충， 머생물 둥에 의한 생물학적 품질저하가 발생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척으로 화학훈증제 둥야 사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지금까지 인삼제품을 포함한 건조식품의 살균방법으로는 ethylene

oxide (EO), ethylene dibrornide (EDB) , methyl bromide (MB) , phosphine

풍을 사용한 훈증처리가 대부분 이용되어 왔으나 이툴은 살균조작이 복잡

하여 간접비용이 높으며， 완포장 상태로는 gas 침투가 곤란하여 살균효과

의 불완전과 살균후의 재포장으로 2차오염 가능성이 크고， 식품의 고유성

질인 풍미와 색도를 저하시카는 둥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었다3-5) 특히

이러한 훈증처리 방법은 화학약품의 잔류 및 유독성 물질의 생성 동 공중

보건상 문제가 큰데， Wesley 동6}의 보고에 의하면 수분과 염소이온야 존

재할때 식품에 잔류한 ethylene oxide와 작용하여 cWorohy따me이，

propylene oxide에서는 chloropropanol 이성체가 생성되며 이들은 모두 독

성 이 강하다. Stijve 퉁7)은 후추가루와 turmeric을 ethylene oxide로 살균처

리 했을때 ethylene chlorohydrin이 각각 680-1130 ppm 과 880-3400 ppm

이나 잔존하였고 4개월 저장후에도 잔존물의 감소는 없었다고 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백삼분말의 ethylene oxide 훈증실험결과 ethylene

chlorohydrin과 ethylen glycol이 ethylene oxide 처 리 1개월 후에 17,650

ppm 과 727 ppm, 저장 3개월 후에도 9,595 ppm 과 221 ppm으로 매우 높

은 농도의 유해 물질이 상당기깐 잔류됨을 확인하였고 이같은 수치는 외

국의 허용치보다 높았다8) ‘ 또한 식물과 하둥동물에서 ethylene oxide는 번

이원성(變異原性)을 보여 생쥐에 변이원성 효과를 일으킬수 있다는 보고9)

와 epychlorohydrine 과 propylene oxide 모두가 동물실험 에서 발암성 물

질임이 밝혀졌다1O} 또한 화학약품에 의한 훈증처리는 식품성분 즉 단백질

이나 당， 비타민 등의 -OH, -SH, -NH2 들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각종

영양소의 파괴를 일으키며 이취 및 유해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11 ，12) 이러

한 시점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엄격한 규제와 화학훈증제

의 사용이 점차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

-20-



며， 그 대체방안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법이 보다더 안전하고 효과적이

며 경제적인 식품위생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13)

식 품에 대 한 방사선 조사 즉 식품조사 (食品照、射 Food irradiation)는

식품의 가열이나 냉동에 비유훨 수 있는 물리적인 처리방법으로서， 현재

식품의 방사선 조사법은 수확 후 식품의 양적， 질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식

품의 위생 요건을 만족시켜 국제교역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방사선 조사법의 안전성은 지난 30여년

간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즉， 방사선을 찍인 식품

을 인간이 장기간 섭취하여도 안전한가 하는 전전성 (健全性) 평가는 1948

년 이래 40여년간 미국 영국 둥 선진 7개국의 90개 대학 빛 연구기관에서

조사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미생불학적 독성학적 유전학적 분야 동에 대

하여 연구플 수행하였다14) 먼저 1980년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기구인 조사식품공동전문위원회 (FAO/lAEAl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jECFD의 종합평

가로서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며

영양학적， 미생불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l5) ，

이와 같은 결콘은 국제적인 전문학술단체애 의해서도 검토된 바， 안전한

내용으로 평가되었다16-::!O) 또한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etarius Committee. CAC)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법 이 안전하고 효율

적이라고 판단하여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일반 규격과 이와 판련한

실행규약을 채택하였다21) 또한 1992년 5월 WHO에서는 국제소비자연맹

(IOCU)의 대표단과 식품조사를 반데하는 식품과학 및 식품화학전공 대학

교수들의 참석하에 회의플 개최한 결과， 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적 적

합성을 재확인하면서 식품을 제조관려수칙에 따라 방사선 조사할 경우 인

간의 건강을 해롭게 하는 어떠한 성분변화나 이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며，

소비자틀에게 미생물학적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껑) 결

과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션 조사기법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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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중건강에 다양한

유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증되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에서

는 방사선 조사가법의 이용효과와 잠재력을 인정하여 식품위생화를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권장과 실용화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7개

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아중 25개국이 상업적으로 본 기

술을 실용화하고 있다장) 특히 식품조사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영국에서도

1991년 2월 13일 이후 부터 과설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료， 조마료，

생선， 어패류 및 닭고기를 허용선량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 하면서 조

사식품의 수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24) 또한， 미국 농무성 (USDA) 식품안

전검사부 (FSIS)에서는 가금육에 대하여 식인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1.5-3.0 kGy의 상업적 조사를 승인하였고 (1992년 10월 21 일)똥I ， Florida~

식품조사 시설에서는 1992년 1월부터 양파， 토마토， 딸기， 오렌지 쥬스， 버

섯 동의 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업적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

이 확대되고 있으며2A5，27J. 1993년 9월 부터 가금육에 대한 상엽적 조사가 시

작된 Illinois에서는 감마선 조사 닭고기 (labelled irradiated chiken)가 소비

자플에게 신속하게 판매되고 었다는 보고도 었다28) 그 밖에 일본에서는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로 유통되고 있고， 우

크라이나에서는 매년 수십만톤의 곡류가 전자선으로 살충되고 있다.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요 국가는 네덜란드， 냥아프리차 공

화국， 벨기에， 프랑스， 중국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29)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지원한 민깐기업 (그린피아기술 주

식회사)에 의해 198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상업적 다목적용 방사선 조사시

설을 준공， 현재 가동중에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조사식

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8개 조사품목의

건전성 허가를 보건사회부로부터 취득하였다. 최근 건조식품 (향선료 등)에

대한 ethylene oxide 훈증처리가 금지된 후 (1991년 7월 1 일) 본 시설을 이

용하는 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았다3이. 이는 현실적으로 위생적 품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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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 분말 및 건

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방법이 마비한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식품에 오염되어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성 미생물

이냐 기생충은 방사선에 대단히 민감하여 비교적 낮은 선량에 의해서도 완

전셔멸이 가능하므로 국민보건 차원에서도 그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내수 및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엄격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하에 생산되고 있는 전매품인 홍삼이 저장， 유통 및 환경의 변화

에 따라 품질저하플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장기저장이나 고온， 다습한 기

후에서 유통시킬 때에는 생물학적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현행 홍삼분말의

제조공정은 원료를 스팀에 의해 가압살균하고 재건조하여 분쇄한 후 포장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그 중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분쇄， 포장용

기， 공기 및 포장 중 오염 둥이 있다3J) 따라서， 오염을 최소화 하는것과

오염된 제품을 살균하는 방법둥을 모색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초고압 살균 자와선 살균 마이크로웨이브 살

균， 오존 살균 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해 보았으나， 스팅에 의한 가압살균과

초고압살균은 고온으로 홍삼의 톱특한 향미성분의 변화와 갈변 및 분말의

응결현상이 얼어나 품질이 저하되고 내열성균의 살균 볼충분과 포장동의

처리공정에서 2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부적당 하였다. 또한 250-270 nm

의 자외선 조사는 투과력이 약하여 (1/1000 mm) 외표면외의 혼업 미생물

은 살균할 수 없었고， rrucrowave 처리 역시 홍삼분말 자체의 수분함량이

낮기때문에 살균효과가 불충분 하였으며， 오존처리 역시 일반세균의 살균

은 물룬 대장균군의 살균효과도 없었으므로， 현행의 어떤 찰균방법도 근본

적인 문제해결에는 바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l，32) 따라서， 본 연구는

홍삼분말의 위생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여용가능성을 검토할 목적으

로 감마선 조사된 홍삼분말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영양학적 안정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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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뿔 역펼



쩨 2 장 호효
L- 로L

제 1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은 1993년 12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제

조된 제품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시료의 방사선 조사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소재하는 Co-60 감마션원

00만 CD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깐당 1 kGy 션량율로 0, 2.5, 5, 7.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시료의 감마선 조사시 흡수선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원통형 PVC 용기 (φ 5 x H 8 em)를 사용하였으

며， 이 때 흡수선량의 확인을 위하여 free radical dosimeter와 eene cerous

dosimeter를 이용하였다. 감마선 조사후 감마선 조사시료는 비조사 대조시

료와 함께 실온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미생물학적 품질평가 시험

가. 생균수 계수

각 시료 2 g을 살균된 O.l%-peptone수로 전량을 100 ml로 하고 5분간

잘 흔들어서 정치시킨 후 그 상등액을 시험액으로 사용하였다. 각 미생물

검사는 이 시험액을 사용 3회 반복으로 실시하고 미생물의 수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로 나타내었다.

(1) 호기성 전세균

호기성 전세균은 APHA표춘방법33)에 따라 Plate eount agar (Dif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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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를 사용하여 30
0

e 에서 1-2얼 배양후 생성 집락을 계수하였다.

(2) 효모 및 곰팡이

효모 및 곰팡이는 살균된 10%-뻐π따ic acid로 pH를 3.5로 보정한

Potato dextrose agar (Dileo, Lab.)를 사용하여 25't에서 2-5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엄)

(3) 대장균군

대장균군은 Desoxycholate agar (Difco，Lab.)를 사용한 pOtU' plate

method로 37°C 에서 1-2일간 배양하여 적색의 집락을 계수하였다34)

4‘ 이화학적 특성시험

가. 일반성분 분석

각 시료분말의 일반성분으로서 수분， 조단백칠， 조지방r 조회분은

AOAC방법 35)에 의하여 측정， 백분률로 나타내었고 환원당은 Somogyi 변

법 36)으로， 전당은 25% HCI로 가수분해 후 Somogyi 변법36)으로 각각 측정

하였다.

나. pH 및 산도

각 시료분말 5 g어l 탈 이온수 50 mI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하고 원심분

리 (5,000 rpm, 20 min)하여 얻은 상둥액으로， pH는 pH meter (Orion

model520 A)률 이용하여 3화 반복 측정하였고 산도는 이 상동액 5 ml룰

중화하는데 소비되는 0.05N NaOH의 양으로서 환산하여 냐타내었다.

다. 산패도 측정

시료의 감마션조사에 따른 지질성분의 산패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BA 값은 Turner 동37)의 방법에 따라 시료 0.2 g을 원심분리관에 칭량하

고 2M-phosphoric acid에 용해 한 20%- TeA (trichloroacetic acid) 용액 5

ml와 O.OlM- TBA (2-thiobarbituric 밍cd)용액 10 ml를 가하여 열탕조

(97-9goC) 에서 때때로 흔틀어 주면서 30분간 가열하였다. 가열 후 ice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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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분간 냉각시키고， isoamyl alcohol-pyridine (2:1 , v/v) 용액을 15

ml 가한 뒤 강하게 2분간 흔들어 상온에서 15분간 원심분리 (2,400 rpm)하

고 emulsion을 파괴 시 킨 후 상퉁액을 Spectrophotometer (Bausch &

Lomb Spectronic 710)를 사용， isoamyl alcohol-pyridine (2:1 , V/V)을

blank로 하여 538 nm에서 최대홉광치로 나타내었다.

라. 갈변도

각 시표분말 2 g어'1 50% ethanol 2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

한 후 10,000 rpm 애서 20분간 원섬분리하여 얻은 상풍액을

Spectrophotometer (Bausch & Lomb Spectronic 71이 사용， 50% ethanol

을 blank로 하여 440 nm 에서 최대흡광치로 나타내었다38)

마. 기계적 색도측정

Color/color difference meter (Model ND-IOOl NP)에 의 해 시료의 명

도 (L, lightness) , 적 색도 (a, ra따less) ， 황색도 (b, yellowness) 및 총색차

( L1 E, overall color difference)를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고，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L, a , b값은 90.6, 0.4 및 3.3이었다.

바. DPPH에 의한 수소공여능 측정

홍삼분말의 갈변도 측정을 위해 준비된 50% ethanol 추출액을 시료용

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소공여능은 a, a ’ -cliphenyl-~ -picrylhydrazyI

(DPPH)을 이용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저) 즉， DPPH 시약 10 rng을 100

ml ethanol 에 용하l 한 후 증류수 100 ml를 가하고 50% ethanol용액을

blank로 하여 517 nm에서 DPPH 용액의 흡광도를 약 1.0 정도로 조정하였

다. 이 용액 5 ml 와 시료용액 0.5 ml릎 가하여 혼합한 후 30초 뒤에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수소공여활성은 대조군과의 흡광도

차이가 0.01 일 때를 1 unit로 하였다.

- 27-



샤. 지방산 분석

지방질 추출은 상법에 준하여 분쇄된 시료를 원통여지 (Whatman Cat

No. 2800260)에 넣고 diethyl ether를 가하여 Soxhlet 추출법으로 약 16시

간 l 추출한 다음 추출물을 감압 농축시켜 중량법으로 조지방질 함량을 구하

였다.

지방산 분석은 분쇄된 사료에 내부표준물로 nonadecanoic acid (CI90)를

일정량씩 (5 mg/홍삼분말 5 g) 첨가한 다음 상기와 같이 추출하여 얻은

조지방질을 취하여 MetcalrO) 둥의 방법에 준하여 O.5N-NaOH / methanol

로 가수분해 시 킨 후 boron trifluoride (BF3)-methanol을 가하여 methyl

ester화 시킨 다음 Gas liquid chromatography (GLC)로 분석하였으며 분

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지방산 표준품은 Sigma Chemical Co.의 fatty

acid methyl ester 표준품을 사용하였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GLC used for analysis of fatty acids

Instrument
Detector
Column

Column temperature
Injection temperature
Detector temperature
Carrier gas , flow rate

Hewlett 5890 Packard Series II
Flame Ionization Detector
SP-2340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 m x 0.25 mm ID)
Programmed from 160"( to 220"( at 3"( /min '
240"(
250"(
He , 3 ml/min

아. 아마노산 분석

각 시료의 총아미노산 함량은 시험관 (2 em x 20 cm)에 시료 일정량

을 정확히 칭량하여 6N-HCl 10 ml률 가하고 질소가스로 충전한 뒤 15 lb

121°C에서 3시간 동안 가수 분해시켰으며， 유리 아미노산은 75% ethan이

추출법을 이용하여 시료액을 조제하였다. 가수분해한 총아마노산 분해물

및 75% ethanol 유리아미노산 추출물은 Whatman filter paper No.2와

membrane filter (0.45 1tID)로 각각 여과한 다음 cartridge C18을 사용하여

지방질， 색소둥을 제거한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에 주업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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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erating condi tions of Amino acid autoanalyzer for analysis of
amino acids

Instrument
Column
Ion-exchange resin
Analysis time
Buffer flow rate
Ninhydrin flow rate
Column pressure
Buffer change steps
Optimum sample quantity
N2 gas pressure

Hitachi model 835
2.5 x 150 mm
#2619
70 min
0.225 ml/min
0.3 ml/min
80-130 않/cm2

5 steps
3 μmole/50 μl

0. 28 kg/CInz

자. 무기질 정량

각 시료를 습삭분해 법으로 전 처 리 한 후 InductiveI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Clep; ARL Model 3510)을 사용하여 Ca (393.37 nm) , Mg

(279.55 nm) , K (766.49 nm), Na (589.10 nm) , P (214.91 nm), Zn (206.19

nm)과 Fe (178.28 nm)을 각각 정 량하였다껑)

차. Saponin 및 유리당 분석

(1) Saponin 및 유리 당 추출

홍삼분말 시료 20 g을 풍근 플라스크에 취하고 10배량의 80% ethanol

을 가하여 80
a

C 의 water bath에서 4시간씩 4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 (Whatman No.5A)하여 캅압농축 (60-65°C)한 다음 50 ml 증류수에

용해한 후 분액깔대기에 넣고 diethyI ether를 가해 (50 ml씩 3회반복) 지

용성 성분들을 제거시킨 다음 수포화 n-butanol을 가해 (50 ml씩 4회반복)

n-butanol 층으로 이 행된 saponm을 분리농축시켜 조sapomn을 얻었으며，

불층은 감압농축하여 유리당 정량에 사용하였다43)

(2) Saponin의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pattern

Saponin의 획분별 pattern 비교는 먼저 TLC법으로 수행하였다. 상기추

출， 농축된 조saponm을 5% methanol 용액 Cw/v)으로 만들어 silica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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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판 (Precoated silica gel 60 F254 plate; Merck co., Art 5554

aluminium sheet, layer thickness 0.25 nun)에 5 μl씩 점 적 하여 chlorofonn

-methanol-water (65:35:10. v/v/v , lower phase)로 전개 한후 30%-HzS04

을- 분무하여 110°C에서 5분간 발색시켜 암적색의 saponin spot이 나타난

chromatogram을 얻었으며， TLC 확인 및 HPLC 정 량용 인삼 sapOnIn인

ginsenoside 표준성분 (ginsenoside-Rbl , Rb2, Ro, Rd, Re, Rgl , Rhl)은 한

국언삼연초연구원에서 분리한 표준품을 사용하였다44)

(3) Saponin 성분의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

상기의 추출， 농축된 조saponm을 5% methanol 용액 (w/v)으로 만들어

서 triterpenoid saponin의 최적 검출파장과 Table 3의 HPLC 분석조건에

따라 분리， 정량하였다43)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ginsenoside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4) 유리당 정량

HPLC/ALC-244 (Waters Associates Inc. ’
Milford , Mass. , U.S.A.)
Lichrosorb-NH2 (10 때)， Hibar pre-packed
column RT 250-4 (E.Merck Darmstadt , F.R. ,
Germany)
acetonitrile/water system (80/20. v/v)
1. 2 ml/min

조saponm 분리후 물층을 감압농축하고 HPLC용 증류수에 용해하여

Table 4와 같은 조건으로 유리당을 정량하였다45)

Table 4.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free sugar

Instrument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Detector‘

HPLC/ALC-244 (Waters Associates Inc. ,
Milford , Mass. , U.S.A.)
Lichrosorb-NH2 (10 μm). Hibar pre-packed
column RT 250-4 (E.Merck Darmstadt , f.R ..
Germany)
acetonitrile/water system (78/22 , v/v)
1. 6 mllmin
RI , attenuation 8x (Waters , Dat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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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결과 및 고활

1. 방사선조사에 의한 홍삼분말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우리나라 홍삼은 해외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로 인정되고 있어 전매

품으로 엄격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하에서 생산되고 있다. 홍삼분말의 제

조공정은 원료를 스팀에 의해 가압살균후 재건조하여 분쇄 한후 포장의 공

정으로 제조되는데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분쇄， 보관용가， 공기 및

포장 중의 오염둥 여러 공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장기

저장， 유통 및 위생화를 위해서는 미생물학적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홍삼분말 살균은 ethylene oxide로 살균하여

왔으나， 식품에 잔류 및 유해물질의 생성문체로 사용이 금지 되었다. 따라

서 EO gas의 대체 살균방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홍삼제품의 오염

미생물 기준은 식품으로서는 대장굵은 음성， 호기성전세굵은 3.0 x l04/g

이하 이어야 하고， 의약품으로서는 일반세굵도 음성이어야 한다31)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의 미생물 오염도는 호기성전세균이 9.5 X

l04/g , 곰팡이가 5.0 X 102/g 이었으며， 식품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도 오

염되어있어， 고려삼전래의 성가에 상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올 생산하

가 위해서는 적절한 살균처리방법 동의 품질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Table 5).

오염미생물에 대한 감마선조사의 살균효과에서는 호기성전세균의 경우

오염된 세균의 방사선감수성이 낮아 5 kGy 조사로서도 1 log cycle 정도

의 감소를 보였고 7.5 kGy 이상 조사군에서는 검출한계 이하로 사멸되었

다. 곰팡이 및 대장균군의 경우는 초기오염도가 낮아 2.5 kGy의 낮은 조사

선량에서도 검출되지않았으며， 또한 저장기간에 따흔 미생물 생육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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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전세균운 7.5 kGy, 곰팡이 및 대장균군은 2.5 kGy 조사군에서 실온

에서 6개월저장까지도 모든 미생물의 생육과 증식이 없었다 (Table 5).

Table 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e microbial growth of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Microorga Stora응e Irradiation dose (kGy)

-nlsm Period

(month) 0 2.5 5 7.5 10

Total 0 9.5 X 104 7. 7 X 104 1. 5 X 103

aerobic 3 8.9 X 104 6.2xl04 1. 1 x 1if

bacteria 6 9.2 X 104 5.8xI04 8.0 X 102

..... _.....

Molds 0 5.0 X 102

& 3 6.0 X 102

yeast 6 1. 7 X 103

--- . -- ._- .. - . - - - . ‘

0 3.0 X 101

Coliforms 3 2.6 X 101

6 2.8 X 101

lEach value expressed as colony forming unit per gram sample.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의 종류와 농도， 매개체의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상태， 방사선조사 전후의 환경조건 둥에 따라 살균

선량야 달라지는데46〉， 본 실험에서 호기성전세균을 제외한 곰팡이와 대장

균군의 살균에 요구된 낮은 조사션량은 초기미생물 오염도가 낮았음이 그

원언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3년포 인삽연초연구원의 홍삼분말 살균법 개

발 연구보고서에서 EO훈증처리의 대체방법으로 초고압살균， 자외선살균，

오존살균， 마이크로혜이브살균 풍의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이들 모두 적절

한 방법이 되지못하였다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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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조사 홍삼분말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가.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의 일반성분은 수분 함량이 약 7g lOOg-l,

조단백질이 약 13 g 100g-1, 조지방이 약 1.4 g 100g-1, 조회분이 약 4.5 g

lOOg-1 정도였고， 환원당과 전당함량이 각각 약 10 g lOOg-1 와 약 54g

mog-l 였으며， 감마션조사에 의한 일반성분의 변화는 환원당의 경우 10

kGy 조사선량에서 다소 중가됨을 보였을 뿐 다른 성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6).

Tc;ili le 6. P~oxjmate composi tion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Component
Irradiation
dose (kGy) Mois- Crude Crude Reducing Total Crude

ture protein lipid sugar sugar ash

0 7.07土0.09 13.15土0.12 1. 47土0.07 10.86±0.28 53.46土1. 63 4. 56:1:0.09

2.5 7.06±0.10 13.17±0.09 1. 42±0. 03 10.46土0.47 53.90土1. 14 4.55土0.10

5 7.10土0.12 13.15土0.05 1. 43±O. 05 10.48土0.50 53.38土1. 29 4.55土0.07

7.5 7.12土0.08 13.16±0.07 1. 49土0.09 10. 72土0.19 54. 야土1. 70 4.58土0.11

10 7.1 5±0.11 13.16土0.04 1. 45土0.03 11.00±0.23 54.05土1. 51 4.59土0.07

lEach sample was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v~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g 100g-'.

나. pH 및 산도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와 저장기간에 따흔 pH 변화를 살펴보면 감마션

조사 칙후에는 비조사군이나 감마션조사군간에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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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시험군에서 pH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7).

Table 7. Ch와1ges in paHt of nonirraditattiree예~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Period
(month) 0 2.5 5 7.5 10

0 5.23 ± 0.07 5.27 土 '0.03 5.27 ± 0.06 5.26 ± 0.01 5.27 ± 0.02
3 5.00 土 0.04 5.00 ± 0.03 4.99 土 0.05 4.98 土 0.03 4.99 ± 0.04
6 4.99 ± 0.03 4.98 ± 0.04 4.98 土 0.01 4.97 ± 0.02 4.97 ± 0.02

l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적정산도에 있어서도 pH의 변화와 동일한 경향으로 감마선조사직후에

는 각 시험군간에 변화가 없었고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도의 증가현

상을 보였다 (Table 8).

Table 8. Changes in acidi ty of noniITadiat~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용 storage at room tem￠ratu「eI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Period
(month) 0 2‘ 5 5 7.5 10

0 3.3 ± 0.1 3.2 ± 0.1 3.2 土 0.2 3.2 ± 0.1 3.2 ± 0.1
3 3.6 ± 0.1 3. 7 土 0.1 3.6 ± 0.1 3.6 ± 0.1 3. 7 土 0.1
6 3.8 ± 0.2 3.7 ± 0.1 3. 7 土 0.1 3.8 ± 0.2 3.8 土 0.1

l Each value is mean ± st하\dard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titration ml of 0.05N NaOH.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살균선량의 감마선조사는 홍삼분말시

료의 pH와 산도에 영향을 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 둥8)， 권 둥47) ， 성 둥

얘)의 보고와도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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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패도

식품중에 함유된 지방질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과

산화물과 carbonyl 화합물을 생성하며， TBA가는 이 때 생성된

malonaldehyde와 2-thiobarbituric acid (TBA)와의 적색복합체를 생성하는

정색반응으로 peroxide가와 같이 지방질의 산패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5이.

본 설험에서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와 저장기간에 따른 TBA가의 변화는

Table 9와 같다. 캄마선조사 직후 감마션조사군은 비조사군에 비해 조사선

량의 증가와 더불어 TBA가의 증가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모든 시험군에서 현저하게 증가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

동49)과 조 둥8)의 인삼제품의 감마선조사 연구 보고와도 일치하며， 또한

EI-Wakeil 둥51)의 닭고기에 5, 10, 15 kGy의 감마션조사로 TBA가가 비조

사군에 비해 조사군은 조사선량의 증가와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했

다는 보고와， 방사선 조사가 지방산패를 촉진하여 malona1dehyde완

glycoxal 풍을 생성해 TBA와 적색중합체를 많이 형성한다는 보고52) 및

Chipault 뚱닮)의 산소 존재하에서 지방칠에 고선량의 감마션조사로 상당량

의 peroxide와 carbonyl 화합물이 생성되는것을 발견한 것과 이러한 생성

물의 양은 풍미나 기타악 이화학적 변화 둥과 관련 지을수 없다고 한 보고

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고선량의 감마션조사는 정상적인 자동산화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유리기를 형성하며 이 관능기플은 정상적인 자동산화와는 다른 더 짧은 연

쇄반응을 일으키는 듯하다. 한면 본 실험의 결과와 상반되게 Chang 동딩)

은 감마선조사로 살균된 roast beef slices는 조사직후에 TBA가가 감소하

였고 200일동안 실온에서 저장하는 동안 비조사군보다 더 낮은 TBA가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Licciardello 풍55.56)도 방사선조사로 살균된 닭고기와

pork sausage는 여러조건의 온도에서 10개월 저장동안 냉동이나 가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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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보다 peroxide냐 TBA가는 더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감마선조사에 의한 지방질의 자동산화는 산소의 존재하에서 더 빠르게 진

행되기 때문에 감마선조사시와 저장동안의 시료의 포장방법에 있어서 산소

제거는 산패방지 뿐만아니랴 시료의 품질열화방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 Changes in thiobarbituric acid value of nonirradiate이 and g뾰ma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l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Period

(month) 0 2.5 5 7.5 10

0 0.305 ± 0.007 0.316 ± 0.005 0.334 ± 0.008 0.352 ± 0.004 0.407 土 0.003
3 0.339 ± O.ω2 0.392 土 0.003 0.437 土 0.005 0.441 ± 0.002 0.488 土 0.009
6 0.483 土 0.003 0.521 土 0.005 0.578 土 0.010 0.600 ± 0‘ 004 0.647 ± 0.002

lEach value is mean 土 sta때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0.0 at 538 nm.

라. 갈변도

감마션조사 홍삼분말의 50% ethanol 추출물애 대한 갈변도의 경시적

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감마선조사 직후 7.5 kGy 이상

의 조사군에서는 비조사군에 비해 다소의 증가현상을 보였고，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시험군의 갈변도는 점차로 증가되었으나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저장중 건조식품의 갈변현상은 두가지 요인에 가인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하나는 비효소적 갈변인 maillard 반응에 의한 melanoidin계 색소

형성과 다른 하냐는 지칠의 산화에 의한 갈변물질 생성이다57，58) Labuza

둥57)에 의하면 일반 건조식품에서 가장 좋은 저장성을 나타내는 수분함량

은 물분자가 식품속에서 단일분자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수분함량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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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때 라고 보고하였고 도 둥59)은 홍삼의 단일분자층의 수분함량은 3.52

g 100g-J
으로 1 그때의 수분활성도는 0.14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

의 6개월 실온저장동안 갈변도의 낮은 증가는 홍삼분말시료의 낮은 수분함

량 (약 7 g mog-l 내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0. 마anges in browning pigments of nonirradiated 쩍ld g뻐ma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Storage Irradiation dos~ (kGy)

Period

(month) 0 2‘ 5 5 7.5 10

0 1.588 土 O. 10 1. 612 土 0.17 1. 600 土 0.20 1. 610 土 0.03 1.620 土 0.02

3 1.667 土 O. 15 1.697 土 0.11 1. 718 土 0.10 1. 725 ± 0.08 1. 728 ± 0.10
6 1.695 土 O. 14 1.707 土 0.09 1. 723 土 0.12 1.728 土 0.10 1.730 土 0.07

l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0.0 at 420 nm.

마. 색도 변화

홍삼분말에 았어서 색도는 외관적 품질평가의 척도이다. 감마선조사 및

저장기간에 따흔 색도변화를 명도 (Hunter L~) 적색도 (Hunter a 값)， 황

색도 (Hunter b값) 및 총색차 (.d E 값)로 구분하여 기계적으로 측정해본

결과는 Table 1 1:과 같다. 감마션조사직후 홍삼분말의 색도는 감마선조사

션량의 증가와 더불어 다소의 색도변화를 가져와 비조사군에 대해 LIE 값

이 0.74-1.34 범위를 나타내였으나， 육안적 식별은 곤란하였고， 특히 10

kGy의 고선량조사군에서는 명도와 황색도의 감소가 뚜렷하였다. 이는 감

마선조사에 의한 홍삼자체의 자연색소의 산화가 그 원인으로 생각되며， 일

반적으로 고선량의 감사션조사는 여러식품에서 색택에 영향을미치나 다른

가공， 저장방법 역시 감따션조사보다 더 큰 색택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8，49，없，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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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조사후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변화에서 먼저 살온에서 3개월저장

후 각 시험군의 ,dE 값은 비조사군이 저장초기에 비해 7.43으로 가장 변화

가 심했으며 감마선처리군은 6.30-7.03 범위였다.3개월저장후 적색도의 경

우 모든 시험군에서 저장초기에 비해 현저한 감소치를 나타내었고 특히 비

조사군은 6.8로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실온저장중 곰팡이증식 등 생

물학적 품질열화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황색도의 경우에는 3개월저장이

후 모든 시험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는 앞의 갈변도시험의 결과와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통안 시료의 갈변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홍삼분말의 색도변화는 살균선량 (7.5 kGy)에서는 거의 무시될

정도이므로 살끌션량보다는 저장기간이 색도변화의 주원인으로 포장 및 저

장방법의 개선에 따라 색도의 변화를 최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1. Changes in Hunter ’ 5 color value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Color Storage
parameter‘ Period

(month)

Irradiation dose (kGy)

0 102.5 5 7.5

L

nU

끼
J
PO

68. 73
65.50
71. 00

a

0
3
6

13.23
6.80
7. 10

b

0
3
6

16.43
18.30
19.50

LIE

0
3
6

0.00
7.43
7.15

68.00
69.00
71.00

13.30
7.40
7.50

16.33
18.80
19.50

O. 74
6.30
6.89

67.85
70. 70
70.80

13.55
7. 10
7.50

16.15
19.10
19.50

0.98
6.97
6.82

67. 77
70.60
70. 70

13.40
7.20
7.60

16.17
19.40
19 ‘ 60

1. 01
6.98
6.75

67.50
70.80
70. 70

13.03
7.20
7.20

15.93
19.40
19.50

1. 34
7.03
7.05

~Each value is the averageof triplicate determinations.
‘ L : Degree of lightness (white + 100 석 o black).

a : Degree of reaness (red + 100 ~ -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 70 ....... : 80 blue).

LIE : Overall color di fference ( ..j( Ll L)l + (Lla)2 + (Ll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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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DPPH에 의한 수소공여능

항산화물질의 가장 특징적인 기작은 oxidative free radical과의 반응이

다. 본 실험에서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와 저장기간에 따른 갈변추출액에

대하여 환원성 물질의 분석시약으로 안정한 free radical인 at a’-버phenyl

B-picrylhydrazyl (DPPH)를 이용하여 수소공여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감마선조사군이나 비조사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DPPH에 의

한 흡광도의 감소현상이 반응 l분 범위내에서 강하게 나타나 홍삼추출액이

강한 수소공여능을 보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는 실온에서 3개월 저장

까지는 수소공여능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저장 6개월후에는 저장초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12. Changes in hydrogen donating activity of nonirradiateq and gamma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uring storage at room temperature'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Period

(month) 0 2.5 5 7.5 10

0 38.5 ± 0.1 38.3 土 0.2 37.9 ± 0.3 38.2 ± 0.3 38.8 ± 0.1
3 38. 7 土 0.2 38.5 土 0.2 38.3 土 0.1 38.1 土 0.1 38.7 土 0.2
6 40.3 土 0: I 40.4 土 0.3 40.5 ± 0.2 40.6 ± 0.2 40.4 土 O. 1

l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unit / ml min.

이러한 결과는 변 둥49)과 조 등8)의 연구보고와도 일치하며， 도 동59.60)과

中林 등G1)도 백삼과 홍삼추출물의 수소공여능은 갈변도의 증가와 비례한다

고 밝힌 바있어 본 실험에서도 저장중 홍삼의 갈변현상과 수소공여능의 증

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품의 갈변물질은 항산

화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천연항산화제로 사용되는 arruno-

- 39-



carbonyl 반응의 최종생성물인 melanoictins는 분자중에 비교적 안정한 유

리겨가 존재하여 항산화능은 이러한 유리기에 의해서 발휘된다는 점과도

얼치 한다61 ，62)

사. 지방산 조성

홍삼분말의 조지방 함량은 약 1.4 g 100 g-1 수준이지만 식품화학적

측면에서 변화되기 쉬운 성분으로서 감마선 조사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 1와 Table 13과 같다.

각 시료에서 17종의 구성지방산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시험군에서 동일

한 지방산 패턴을 보여주었다. 주요지방산은 linoleic acid (CI8- 2, 약

58-59%), palmitic acid (C16 0, 약 11-12%), oleic acid (CI82, 약 8%) 및

linolenic acid (C183, 약 4-5%) 의 순으로 총지방산의 약 82% 함유율을 나

타내어 다른 인삼제품의 지방산 분석보고와도 잘 얼치하였다63，64)

특히 인삼의 주종 지방산으로 불포화도가 각기 다른 oleic acid, linoleic

acid 및 linolenic acid는 자동산화가 가장 용이하므로 이들의 함량조사는

얀삼의 지방질성분의 안전성 평가에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동， 식불체에 널리 분포되어 았으며 펼수지방산과 동시에 함량면에서도

주가되는 linoleic 머cd， linolenic acid 및 oloeic acid는 탄소수가 187~ 로 같

고， 다만 2중결합수가 다르기 때문에 산화속도가 현저하게 다르다. 즉，

이eic acid에 비해 linoleic acid 와 linolenic aicd 의 산화속도는 각각 64배

와 100배로 더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다(0) 또한 linolenic acid, linoleic

acid, oleic acid, stearic acid의 methyI esters를 100·C 에셔 자동산화 시 킬

때 각각의 지방산의 methyl esters의 산화속도의 크기는 179:114:11:1의 비

율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SO)

Table 23에서와 같이 oleic acid릎을 포함한 총불포화지방산 (TUFA)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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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73.23-73.70%로 비조사군이나 감마션조사군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

으며， 특히 불포화도가 높아 자동산화가 용이한 고도불포화지방산 (PUSFA)

의 경우에도 조성비율이 63.04-63.70%로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살균선량 (10 kGy 이내)에서의 홍삼분말의 지방산 성분은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 동49l 과 김 66)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Table 1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ajor fatty acid compositions
of red ginseng powder'

Irradiation dose (kGy)

Fatty acid

Myristic CI40

Pentadecanoic CI50

Palmitic CI60

Palmi toleic CI6 I

Heptadecanoic CI7 0

Stearic CILO

Oleic Cl8'I

Li nolei c CI82

Linolenic CIll‘ 3

Arachidic C200

Heneicosanoic C21 0

Behen i c C22 0

Erucic C22 I

Tricosanoic C23 0

Li gnoceric C240

Nervonic C24 I

others

TSFA2

TUFA3

PUSFA4

0

0.36
0.56

11. 68
O. 74
0.69
1. 60
8.09

59.04
4.66
0.69
1. 08
1. 12
0.66
0.59
0.64
0.43
6.30

19.01
73.43
63. 70

2.5

0.42
0.57

11.87
0.83
0.62
1. 63
8.27

58.67
4.68
O. 75
1. 07
1. 12
0.64
0.56
0 , 67
0.61
7.02

19.28
73. 70
63.35

5

0.35
0.56

11. 71
O. 74
0.62
1. 59
8.45

58. 75
4.66
O. 76
1. 08
1. 14
0.66
0.57
0.69
0.53
7.14

19.07
73. 79
63.41

7.5

0.39
0.57

11.89
O. 70
0.63
1. 64
8.26

58.54
4.62
O. 70
1. 03
1. 15
0.65
0.34
0.69
0.53
7.67

19.03
73.30
63.16

10

0.35
0.58

12.14
O. 72

O. 74
1. 63
8.22

58.51
4.53
O. 75
0.99
1. 13
0.63
0.57
0.72

0.62
7.57

19.60
73.23
63.04

IFatty acids were determinated using a GLC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value is the aver‘ 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_and expressed as % fatty acid composition of total lipids.
:TSFA . total saturated fatty acids.
~USFA . total unsaturated fatty acids.
’ PUSFA . polyunsaturated fatty acids (Clll.2 + C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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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 . GC chromatogram of fatty acid methyl esters obtained from
crude lipids in nonirradiated and 10 kGy'-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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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홍삼에 합유된 지방산은 그 조성면에서 자동산화되기 용이한

조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한 것은 홍삼에 함유된 m외tol ，

ferulic acid, vanilic acid, p-coumaric acid 동 12여종의 페놀계 성분68)의

항산화효과 외에도， 특히 홍삼의 증삼 가열제조과정중에 인삼에 함유된 효

소들이 가열에 의하여 불활성화되고，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갈

색화반응 생성물들의 항산화작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산의 산화가 거의

없고 안정한 것으로 생각된다63)

아. 아1Jj 노산 조성

홍삼분딸의 미생불학적 품질개선을 위한 감마선 조사가 시료의 아미노

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는 Table 14 및 15와 같다.

JFree amino acid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yalue is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 minations and expressed as

2mg g-l d「y basis.
Values with same al때abet with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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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able 14는 유리아미노산의 함량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총 17종

의 아미노산이 분석되었는데 그 중 arginine 이 가장 높은 함량으로 총유

리아미노산의 약 70%흘 차지하여 이 둥없)과 김 동70)의 보고와 유사하였으

며， 그다음으로 lysine 이 약 7%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감마션조사에

따른 영향은 threonine이 감마션조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senne

과 glutamic acid가 감소됨을 보였으나 (P<O.05) 총유리아미노산 함량은

145-148 mg g-l 법위로 유의적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변 동49) 과 권

동47)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Fig.2 와 Table 15는 총아미노산 함량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총 17종

의 아미노산중 threonine 과 arginine 아 매우 높은 함량으로 전체 총아미

노산 함량의 약 21% 와 1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glutamic acid,

aspartic acid, proline의 순이었다. 감마션조사의 영향은 tyrosine이 가장

높은 선량인 10 kGy 조사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변 동71)

의 감마션조사 대두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시험에서 고션량조사로

tyrosine 이 감소되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전체 총아미노산의 함

량은 비조사군이 9.5 g 100 g-l , 감마선 조사군이 9.3-9.4 g 100 g-l 으로

유의적인 차야를 나타내지 않았다.

감마션조사된 일반식품류의 아미노산 조성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면 10

- 50 kGy 조사된 밀η.73)과 반 건조된 새우 (40% 수분함유 )74) 의 2.5 kGy조

사는 총 단백질과 총 아마노산 함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밀에

서는 일부 아미노산의 손상이 있었다논 보고도 있으며 75)， 단백질에서

sulfhydryl (-SH)기 와 disulfide (-S-S-)가는 감마션조사에 의 해 더 영 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6) 따1att뻐 풍71꺼)도 대두와 곡류에 5 kGy

조사로서 함황아미노산이 불안정함을 보고하였고 Abdel-Rahim 둥 78)도

broad beans 에 5 kGy까지 의 조사는 methionine, cysteine, arg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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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alanine, lysine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으나， Nene 동79)은 10-30 kGy

조사된 red gram 콩에서 methionine 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이 없

었다고 하였다. 또한 권 동47)은 백삼분말의 함황아미노산은 10 kGy의 감마

선조사에 의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의 홍삼분말은

cysteine 이나 methionine 모두 감마선 조사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홍삼제조공정상의 가열처리가 감마선조사의 에너지가보다 월둥히 높아서

홍삼가공후의 감마션 조사는 함황아미노산의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5. Effect pf gamma irradiation on selected total amino acids of
red ginseng powder

Irradiation dose (kGy)
Amino acid

0 2.5 5 7_5 10

Aspartic acid 0.984 0.967 0.983 0.953 0.957
Threonine 2_085 1.980 2.112 1.995 2.074
Serine 0.270 0.269 0.268 0.271 0.268
Glutamic acid L 031 1. 010 1. 016 0.992 0.993
Glycine 0_321 0.327 0.328 0.320 0.314
Alanine 0.079 0.063 0.058 0.074 0.074
Cysteine 0.120 0.118 0.123 0.119 0.117
Val ine 0.286 0.294 0_294 0_280 0.302
Methionine 0.046 0.058 0.043 0_053 0.049
Isoleucine 0.258 0.263 0.265 0.214 0.268
Leucine 0.518 0.539 0.522 0.518 0.508
Tyrosine 0.1378 0.1068 0.1378 O. 1188 0.076b

Phenylalanine 0.345 0.346 0.349 0.388 0.362
Lysine 0.308 0.305 0.267 0.289 0.329
Histidine 0.302 0.308 0.303 0.297 0.296
Arginine 1. 785 1. 791 1.770 1.780 1.767
Proline 0.587 0.584 0.588 0.586 0.588

Total 9.462 9.328 9.426 9.305 9.342

lTota1 amino acids were analoyfzed immediatedleyt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OgV힌~lu~ i~ the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2Vga 1O dtrhy basis.
lues wi same a0Iψ5.habet wi thin each mw are not signi ficant1y

different at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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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기질 성분변화

인삼중에는 약리학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생화학적 및 영양학적 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잘 및 미량원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생체를 구성하거나 각조직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생물학적 활성물질로서 이

용되고있다.

인삼의 조회분 함량은 4.5-5.6 g lm al로 약 13종의 j 무기질 성분이 함

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1 ，80，81，) 본 실험에 사용된 홍삼분말의 조회분은

약 4.5 g 100 g-I 정도였다. Table 16은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에 따른 무

기질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potassium을 비롯한 7종의 무기성분

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1 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elected minerals of red ginseng
powder‘

Irradiation dose (kGy)
Mineral

Calcium

Magnesium
Potassium

Sodium
Phosphorus

Zinc
Iron

0

267. 2± 7.1

152.7± 5.3
897.9±10.8

115.2土 4.9

203.1± 8.5

12. 8± 1. 3
1O .0± 0.8

2.5

‘ 272. 3± 9.7

148.3土 4.7
887.3土 1 1. 0

119.7土 5.0

207. 끊 7.3

18.7土 1. 6

9. 8± 0.3

5

261.4土 9.9

152. 2± 5.7
879. 2±11. 4

117.2土 3.5

210. 3± 7.6

18.7土 2.0

10.0土 1. 1

7.5

268.1土 7.4

148.9± 6.0

888.2土 1 1. 5

121.3土 6.4

205. 2± 5.9

18.2土 1. 7

10. l± 0.7

10

265.9土 6.9

149.4土 5.9

886.1土10.3

14.9:t 4.8
203. 7土 7.9

18.4± 1. 2

10.2土 1. 0

IMinerals were analyzed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and each value
is mean.±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mg 100g-a dry bas is.

모든 시료에서 주요 무기칠성분으로는 potassium, phosphorus, calcium,

magnesIUm의 순요로 높게 함유되었고 10 kGy 까지의 감마션조사로도 무

기질 성분의 변화는 없었다. 감마션조사에 의한 식품의 무기질 성분은 매

우 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없-없)， 본 설혐의 결과는 권 등47)의 백삼

분말의 감마선조사 실험과도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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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Saponin 성분의 조성 및 함량변화

인삼의 유효성분언 sapomn은 4환식 triterpenoid의 d없nmarane 구조를

가진 중성배당체로서 당이 C-3 위치 및 C-20 위치 (diol saponin) 와 C-6

위 치 및 C-20 위 치 (triol saponin)에 glycoside linkage를 하고 있는

bisdesmosides이므로 수용액 상태에서는 열이나 산에 의해 불안정하며67，85)

열에 대한 sapomn의 안정성은 ginsenoside-Rd가 비교적 내열성이고 -Re,

Rc, -Rb 및 -Rbz가 대개 비내열성으로 알려져 었다86)

본 실험에서는 홍삼분말의 미생물학적 품질개선을 위한 감마선처리가

saponm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Fig. 3 과 4는 감마션조사

선량에 따른 sapomn 성분의 TLC 및 HPLC chromatogram 을 나타낸 것으

로서 비조사군이나 감마선조사군간의 ginsenoside 패턴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0η the contents of crude saponin and
major ginsenosides of red ginseng powder ‘

Irradiation dose (kGy)
Ginsenoside

0 2.5 5 7.5 10

CI\lde saponin 77. 70±0. 81 79.00±0.74 7B. 1O±0.BO 77.60±0.77 77. BO±O. 88
RbI 10.60±O.n 10.45±0.39 10.72土0.47 10.48土0.33 10.78±0.40
뻐2 6. 92±0. 31 6.90土0.27 6.31 土0.33 6.38±0.26 6.99±0.29
Rc 8.46土0.34 8.17±O.31 8.33土0.29 8.53±0.27 8.37±0.35
Rd 1. 95土0.12 1.97±O.20 1. 98土0.16 1.99±0.09 1. 85土0.11

Re 5.01±0.29 5.01土0.31 5.03土0.36 5.03土0.23 4.85土0.25

Rf 0.73土0.07 O. 72土0.09 O. 71土0.06 0.72±0.03 O. 74±0. 05
많1 6.99土0.28 7.01 土0.35 6.93土0.27 6. 93±0. 31 7.04土0.26

Total 40.66 40.26 40.01 40.06 40.62

IGinsenosides were determine 이 using ~ HPLC .imm~d .i a~ely' after .gqm1l!C!
i.rradiatio,:\ and e~ch value i.s mean ±_,c;tandard devian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nd expressed as mg g-a d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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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은 각 시험군의 조sapomn 함량과 ginsenoside를 HPLC로 정

량분석한 결과로서 saponm 함량은 776-790 mg g-l범위로 비조사군이나

감마선조사군간에 차아가 없었으며 각 ginsenoside의 함량은 ginsenoside

-RbI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Re, -Rbz, -Rg, -Re, -Rd

및 -Rf의 순으로 여러 연구가들의 보고85，86，90) 와 일쳐하였다. 감마선조사에

따른 각 ginsenoside 함량변화는 비조사군이나 감마션조사군의 선량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권 동47)， 성 둥48)， 변

동49)의 인삼 sapomn에 대한 감마션조사의 영향연구에서 인삼saponm은 감

마선에 매우 안정하였다는 보고와 잘 일쳐하였다.

카. 유리당 함량변화

인삼제품의 맛은 처음에는 고마를 주고 나중에는 감미를 느끼게 하는

데， 고미는 saponin611 의한 것이고 감미는 당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 홍삼분말의 감마선조사에 따른 유리당 함량의 변화를 HPLC로

분석한 결과는 Fig.5 및 Table 18과 같다.

Table 18. Ef(ect of gamma irradiation in selected free sugars of red
ginseng powder'

Irradiation dose (kGy)
Free sugar

Rhamnose

Fructose

Gl ucose

Sucrose

Maltose

Total

0

3.14
4. 70
3.758

53.458

65.01 8

130.05

2.5

3.47
4. 78
4.188

53.648

64.248

130.31

5

3.15
5.07
3.768

54.748

64.778

131. 49

7.5

3.51
5.16
4. IBM

58.27b

68.78b

139.90

10

3.46
5.09
4.33b

58.14b

68.80b

139.85

l~ree ~ugP，rs wer~ de~erm~ned .using a HPL~ im뾰di~te!y qfter ga빼a
2j r,radi a1..i~n 뻐d ea~~ ~al~e .i~ ~xpre~sed as mg g-' d인y ba§.is~
Values with same al다~abet within'each row arenot sIgnificantly
di fferent at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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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ose률 포함한 5종의 당류를 겁출하였고 그 중 maltose가 약 64-68

mg g-l로 가장 높았으며 sucrose가 약 53-58 mg g-1, 그 다음으로

fructose, glucose, rhamnose의 순으로 이 동87) 과 최 둥88)의 보고와 유사

하였다. 특히 maltose는 백삼의 경우 소량이 함유된데 비하여 홍삼에서는

가장 높은 함유율을 보였다. 감마선조사에 따른 유리 당 함량 변화는 7.5

kGy 와 10 kGy 조사꾼에서 maltose, sucrose 및 glucose악 유의적인 증가

를 보여 (P<0.05), 총 유리당 함량이 비조사군의 약 l3O mg g-l에 비해

7.5 kGy 와 10 kGy 조사군은 약 l4O mg g-l이었다. 고선량의 감마션조사

군의 유리당 함량 증가는 인삼의 다당류나 glycoside의 계열에 의해 유리

당을 포함한 가용성 물질의 추출이 촉진되었음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

러한 결과는 성 동생)과 Tomoda 둥8m와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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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절 결 론

내수 및 주요 수출품목인 홍삼재품은 위생화를 위한 현행 제조공정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었어서 그 대체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었

다. 따라서 본연구는 홍삼분말의 위생화를 위한 감마선조사기술의 이용가

능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감마션조사된 홍삼분딸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영양학적 안정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생물학적 안정성

홍삼분말의 미생물오염도는 호기성전세균이 9.4 X 104 CFU/g, 곰팡이

가 5.0 X 102 CFU/g이었다.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도 양성으로 위생적

측면과 품칠안전성을 위해서는 살균공정이 요구되었다.

감마선조사에 따른 오염미생물의 살균효과는 호기성전세균은 7.5 kGy ,

곰팡이 빛 대장균군은 2.5 kGy의 조사선량으로 검출한계 이하로 제거사킬

수 있었고 살온에서 6개월 저장후에도 미생물의 생육과 증식은 없다.

2. 이화학적， 영양학적 안정성

감마션조사된 홍삼분말의 이화학적 및 영양학적 특성시험에서 일반성분

은 10 kGy 까지의 조사로서 변화가 없었으며， pH 및 산도는 감마선조사에

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저장기간의 경과와 함께 pH는 감소되고 산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BA 가는 감마선조사군이 조사선량이 높아점에 따라서 증가되었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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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군이나 감마선조사군 모두 저장기간의 경과로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였

다.

홍삼분말의 갈변도는 10 kGy조사군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였고 모든

시험군이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홍삼분말의 색도는 감마션조사 직후 10 kGy 조사군에서 비조사군에 비

해 명도와 황색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육안적 식별은 곤란하였고， 저장기

간의 경과로 총색차값 (L1 E)은 비조사군이 7.43, I 조사군이 6.30-7.03 으로

버조사군의 색도변화가 현저하였다.

DPPH에 의한 수소공여능은 비조사군과 감마선조사군간에 차이가 없었

고 저장 6개월에 모든 시험꾼이 다소 높은 활성을 보였다.

홍삼분말의 지방산조성은 17종의 지방산을 확인하였고 고도불포화지방

산이 63.04-63.70%, 총불포화지방산이 73.23-73.70%로 비조사군이나 감마

선조사군간에 변화를 보이지 않었다.

유랴아미노산의 조성은 감마선조사군이 비조사에 벼하여 senne 과

glutamic acid의 감소와 threonine의 증가를 보였고， 총아미노산 조성에서

는 tyrosine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총아마노산 함량애 있어서는 차

이’가 없었다(P<0.05).

무기질 조성에 있어서는 potassium, calcium이 높은 함량을 보였고 감

마션조사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홍삼분말의 주요성분으로 조saponin함량은 77.6-79.O mg g-l였고I TLC

및 HPLC 패턴 분석결과 10 kGy 까지의 감마션조사는 주요 ginsenoside

함량 및 패턴에 변화없이 안정함을 보였다.

유랴당조성에 있어서는 바조사군에 비해 7.5 kGy 와 10 kGy의 고선량 조

사군에서 glucose, sucrose, maltose의 합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P<O.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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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의사항

식품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설용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이르러 국제기구 (FAD / WHO /

IAEA, Codex 식품규격위원회 동)와 선전국의 보건당국 (미국 FDA 동)이

재차로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조사기술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흘 바탕으로 1987년부터 3차례에 거쳐 총 18개 식품품목의 건전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취득하였으며 94년말 인삼제품류률 포함한 7개식품류의

건전성허가를 재차 신청중에 있다. 그러나 본 기술에 대한 일반소비자와

관련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본격적인 실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식품가공 저장기술로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실

용화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조사식품의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았는 점을 감안하여 웰 때 방사선조사 기술의 실용성과 조사식

품의 건전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물폼 개

발된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률 적사애 마련함으로써 국내 식품 산업의 발

전을 위한 원자력의 핵심적 이용지반이 확럽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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