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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방사선 식품 저장기술 및 공정개선 연구

0.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食品塵業의 高度化와 國際化 시대를 맞이하여 高附加價順의 加工食品

율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원료의 안정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 유통기술 퉁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가공/저장

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온열처리， 냉장，화학약품처리 동은 쳐리

효과， 비용， 안전성 동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게 되고， 특히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식

품의 생산기반 확립이 산업계로 부터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안전성과 실용성이 공인된 食品照射 기술의 이용기반 확대와 식품

산업에서 문제핵심분야의 대체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 첫째， 乾爛食品의 物性/加工 工程改善 기술개발과 버축식량 저

장 기반기술 확립으로 UR 대비 식량가격 안정과 수입대체 빛’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혐 식품가공， 저장기술 개발

- 툴째. 食品/生物I程 自動化 빛 高機能化 기술 개발 연구의 일

환으로 유용미생불의 고정화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유해성으로 공중

보건상 문제시 되고 있는 인공합성 첨가물의 대체 물질로 천연산생



물(natural products)을 낮은 생산비로 대량 생산할 수

개발과

01 흐:
ι“ '- 방법의

- 셋째， 放射編 照射技法율 이용 主要 天然生理括뾰빼質의 有흥k

成分의 抽버훌훌 增大와 제품의 微生勳學的 安全性 확보로 生짧寶源의

活用 極大化 밤안율 모색하고，

- 넷째， 照射食品의 安全性 評價짧究 및 健全性 許可取得으로 國

民保健 向上과 照射食品의 賢用化 據大. 消費者 수용성 증진 및 圓

子力의 ~和的 이용방안 마련에 그 目標률 두었다.

II I. 연구개발의 내용 빛 범위

1. 육수수 團빼製造I1JOI. I程改善 빛 利用性 增大方案

- 1 차 및 2차 년도의 감마선 照射에 의한 욱수수의 저장 안천성

확인과 욱수수의 전분제조 공정개선 연구결과와 연계하어， 감마선

照射銀짧의 物理化學的 特性 (alkali number , 광투과도， blue

value , 보수력. swe 11 i ng power , 효소 분해농， 잭도. 용해성 및

amylography에 의한 호화륙성 동) 서협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요로

- 감마선 照射顧짧의 加工適性 검토를 위한 훌훌 홉했홉훌 생산시험과 I

業用 變性嚴紹 (醒處理願船 홉꼈{t~빼빼)의 代替品을 개발하여 감마선 照

射澈짧의 ‘아용성 증대방안올 마련코자 하였다.

2. 放射線 利用 生物工種 改善홉 開짧

有用微生행의 固定化 技法;을 이용한 自生흩生빼 (天然i한色 色素)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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꿇 연구의 3차 년도 실험결과로 부터 산업화를 위해 Batch scale 규모의

연숙배양의 최적조건을 확럽토록 하였다.

3. 天然生理活性物質의 有效成分 抽버率 增大 및 衛生的 長期 安全뺨顧

法 關훌

감마선율 이용 흥삼， 영지 당귀 퉁 30여종의 主要 藥材에서 유효성분

추출율 증대법 및 f륭혔有훌훌體의 衛生的 殺園/殺蟲홉을 개발하여 (감마션

조사 선량 및 추출용매별} UR대비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물자원의 활용

증대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4. 放射編 照射食品의 安全性 홈푸價

당해년도에는 방사선 照射食品의 安全性 評價를 위한 기초연구로 遺

傳毒性學的 安全性 評價 시협방법 확립과 방사선 照射훌E養에 대한 유천

독성학적 안전성 시협 (돌연변이원성 빛 염색체변이 유발성 시협)이 수

행되었으며， 또한 保健福社部로 부터 방사선 照射食品의 健全性 許可取

得율 내용￡로 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훨용에 대한 건의

1. 옥수수 輝뼈 製造tErtII程 改善 및 利用性 增大 方案

가. 방사선 照射數행의 物理化學的 特性試驗

- 감마선 조사전분의 이화학적시험에서 blue value는 감마선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했으며， alkali number와 광투과도

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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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ylograph를 사용한 rheology특성시험에서 감마선 조사로 전붙

호화액(l0;() 의 peak점도는 1, 670 B. U. (벼조사전분) 에서 1, 000 B. U. (10

kGy) 와 575 B. U. (20 kGy)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50t

30분 후의 냉각점도도 3 , 000 B. U. (비조사전분) 에서 750 B. U. (1a kGy)

와 250 B. U. (20 kGy)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식품가공에서 전분의 고

농도 사입이 가농케 되었다.

나. 방사선 照射激紹의 1J[]I適性 試驗

(1)감마선 照射織뻐의 觀 §짧廳 生흘뭉 試驗

방사선 조사된 옥수수전분의 輝 생성시험에서 효소반웅시간에 따른

포도당의 수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Novo AMG와 Novo Promozyme울 각각

100μe썩 첨가한 시협 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전분 (30 kGy) 과 비조사 전

분과의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효소량율 50 뼈로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갑마선조사 효과가 뚜렸하여 반웅시간 9서간에서는

10~ 정도의 포도당 수율 증대 효과를 나타내었고， 24시간 후에도 4x 이

상의 수율 중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분에 갑마선율 조사사컴￡로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효소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량의 효소를 사

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비조사 전분에 비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시간

율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2) 工業用 變成觀뼈의 代替品 開發

방사선을 이용한 공업용 변성전분의 대체품 개발시험에서는 시판 욱

수수 전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여 제지 및 섬유공업에서 폭넓게 사용

되고 있는 I業用 變成織級 (嚴處理 觀해 및 醒化郵뼈)의 製造工程율 改

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V



Amylograph를 이용한 加I適性 시험에서 전분호화액 (12x) 의 peak

점도의 정우， 3500 B. U. (벼조사 전분)에서 30 B. U. (110 l<Gy)로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100배 이상 현저히 감소하였￡며， 95

't 30분 후의 정도 및 50·C 30분 후의 점도도 60 l<Gy 까지 현저히 감소

하였다. 한편 30·C 30분 후의 냉각점도 변화는 peal< 점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80 l<Gy까지 현저히 감소하였다.

현재 시판중인 醒處理職紹 2040과 본 연구의 감마션 조사전분의 물리

적 특성율 비교 검토한 결과， 30 kGy의 감마선 조사전분이 거의 일치하

는 성질을 나타내어 감마선을 이용하여 산처리전분의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醒11:觀뻐의 대쳐1품 개발에 있어서도 100 l<Gy의 감마선 조사전분이 기

존 산화전분의 대혜품￡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전분의 수소이옹농도

를 조철하면 소요 감마선 조사선량을 크게 저하시켜 경제성이 뛰어난 산

화전분의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업용 변성천분의 산업

적 설증연구를 위해 삼양사(주) 선일연구소와 협동연구를 수행중에 있

다.

2. 放射編 利用 生物I程 改善法 開發

- 天然 j한色色素의 Batch scale 규모 생산 시험에서， 유용 유겨체로

는 천연 적색색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류인 Monascus anka를 선벌하여 최

적 배양초건 시험을 수행한 결과 생육영양원은 변형 Lin's mediae쌀가

루 3，，;)에 젤라틴을 1,,; 첨가한 것이 기존의 쌀가루만을 사용한 것 보다 3

배 이상의 先色色素 生꿇l않率 增大툴 나타내었다. 젤라틴의 첨가시기에

있어， 법쌀배지와 참쌀배지 모두 배양 4일째 젤라틴율 첨가한 시혐구가

최대의 색소생산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의 서혐구부터는 다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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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지체인 젤라틴을 첨가할 경우 배양

4일째가 가장 적정 시기임을 알 수 있어 배양 최적조건이 확립되었다.

- 天然 행色色素의 連續培養 生흩훌試驗에서， 배양중 생육영양원으로

형성된 곰팡이 pellet은 색소생산을 위해 10회 이상 반북 사용하여도 변

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연속배양이 가농하였고， 연속배양 탄소원으로

는 쌀가루보다 sucrose 가 더욱 효과적으로 총색소량과 적색색소량 모두

sucrose를 사용한 시험군이 가장 높은 수치률 나타내었다. 따라서 첼

라틴 첨가시 형성된 곰팡ttl pellet과 sucrose의 이용은 펀연적색색소의

대량생산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3. 감마선 照射에 의한 天然生理活性勳質의 抽버率 增大 및 衛生的 長

期 安全財藏 試훌했

-감마선 照射에 의한 천연생리활성물질의 유효성분 추출율 증대사협

에서， 각 시료의 유효성분 총 추출율 (물 및 알쿄올로 추출한 총 extract

수율)은 10-15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로 홍삼세미를 포함한 15여종의

시료에서 비초사군에 비해 5-20%의 추출율 증대효과를 나타내었다.

- 감마선 照射는 천연생리활성물칠의 抽出寧을 增大시킬 뿐만아니라

抽버時間 短縮效果와 원료자체의 합藏流通중 f륭훨有훌훌體의 生育에 의한

품질얼화를 방지힐 수 있었으며， 또한 食品衛生상 크게 문제시 되는 化

塵藥品處理의 代替方홉으로 활용될 것이다.

4. 放射總 照射食品의 安全性 홈H寶뀔f究

-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l 00, TA102)의 복귀돌연변이를 이

용한 돌연변이원성 시험에서 감마선 照射紅훌은 代謝活性法을 적용한 경

우나 적용하지않은 경우 모두 非照射群이나 감마선 照射群의 全 쩔量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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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에서 陰性對照群과 통일한 수준의 복구l롤연변이 집락수를 보여 突然變

異 훌훌훌훌性야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염색체변이 세포의 명균 출현율 5% 미만 일때를 陰性으로 하는 爛

￥L動짧 培養細뼈 (CHL cells)를 이용한 활色體異鷹 훌훌흉훌性 시험에서도 비

초사 및 감마선 조사홍삼은 염색체의 構遭的 異狀 및 數的 異常율 보인

세포의 출현율이 5% 미만으로 염색체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

어 遺傳毒性學的 측면에서의 安全性이 확인되었다.

- 放射總 照射食品 健全性 許可取得에서 ‘95. 5. 19일 字로 본 연구팀

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6개 식품 품북군

축， 인삼(홍삼 포함께품 (7 kGy 이하) , 건초향산료 빛 이률 초책품 (10

kGy 이하)，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초채소류 (7 kGy 이하)， 효모/효소식품

(7 kGy 이하) , 알로에 분말 (7 kGy 이하) 및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10 kGy 야하}에 대한 放射繼 照射 許可를 取傳 (保健福社部 食品의 훌

揮 및 規格중 改正告示 第 1995 - 34 號 1995. 5. 19)하였다.

v11



몇필 역훨



SUM MAR Y

I. Project Ti tI e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iques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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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rradiation have many advantages. the most importa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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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 have been approved for human consumption domestically.

infrastructural studies are nee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In order to enlarge the

utilization of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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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The first. technical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and

food preservation for energy saving.

-The second. method development for producing natural

products using microbia l' immobil ization.

-The third. improve매ent in extraction yield of principal

ingredients and maximization of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The fourth. promotion of national prosperity and enlargement

of consumer ’ s acceptability toward irradiated foods.

III. Scope and Contents pf the Project

1. Improvement of starch isolation process and physical

properties of corn starches

The beneficial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corn grain

for preservation and starch isolation process have been

reported previ ous ly. Based upon the pre-establ i shed resul ts.

the present studies were undertaken to investigat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corn starches (0 - 110

kGy ), such as alkali number. transmittance. blue value.

swelling power. water binding capacity. solubility and in vitro

susceptability to Q- and B-amylase action. Rheological

x



properties of irradiated starch paste were also investigated by

using a Brabender viscograph.

2. Immobilization of microorganisms

In a previous study , optimal conditions for producing

Monascus-pigment in batch scale were establ ished. Therefore ,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optimal

condi tions in semicontinuous and continuous cuI tures for

industrial process development of Monascus-pigment. In

addition , the effect of nutrient supplementation was also

investigated for‘ maximizing Monascus pigment yield and

productivity in semicontinuous and continuous cultures.

3. Improvement in hygienic quality and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About 30 kinds of Korean medicinal plants (panax ginseng

C.A. Meyer , ganoderma lucidum and angelica gigas nakai , etc.)

were selected for improving their hygienic quality using a

gamma irradiation (0 - 15 kGy).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ion yields of Korean medicinal

plants were also investigated.

4. Evaluation of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There were numerous questions and concern around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among consumers. Now ,

xl



remarkable advances in the methodology applicable to

wholesomeness studies as well as the basic research on chemical

and biological radiation effects in recent years have been made

and thus provided useful tools to deeply understand the

whol esomeness aspects of food i rradi at ion.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useful scienti fic information to consumers wi thout

any distortion of the facts.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red ginseng

focusing on genotoxical safty (reverse mutation assay and

chromosomal aberration tes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ications

I.Improvement of starch isolation process and physical

properties of corn starch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dose levels (O - 110 kGy)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rn starches was investigated.

Blue value. water binding capacity and swelling power were

decreased , while solubility. alkali number were increased as

dose levels increased , which was more pronounced in pH

2-adjusted corn starch ‘ The optical transmittance was increased

with an increment of heating temperature and applied

irradiation dose leve l. Increased susceptibility to <1- and a
-amylase hydrolysis and higher contents of glucose were also

observed as irradiation dose levels increased. Gelatinization

xll



viscosity greatly decreased as irradiation dose levels

increased. Th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was more pronounced

in pH 2-adjusted corn starch than commercial corn starch. Based

on these results , irradiated corn starch will be applied to

design new food and nonfood products (modified starch). Also ,

gradual decreases in viscosi ty wi th an increment of irradiation

dose may be useful for detection of irradiated starch-foods and

their products.

2. Immobilization of microorganisms

The productivity of natural red pigment by Monascus anka was

examined in semicontinuous and continous cultures. The yield of

total and/or red pigm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dding 1% gelatin to modified Lin's media (3% rice poder). In

the gelatin adding time , productivity of red pigment reached to

the maximum when added gelatin to modified Lin's media at the

fourth day after culture. When longer than fourth day , however ,

the yield of pigment showed down progressively. In continous

culture by using a mold pellet , sucrose was more effective than

rice powder as a carbon source on increasing the pigment

production. Therefore ,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use of mold

pellet formed by 1% gelatin and sucrose as a carbon source was

effective in producing higher concentration of red pigments in

cant i nuous cuI ture. These resul ts were very useful for

industrial process development of Monascus-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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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provement in hygienic quality and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hygienic quality and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panax ginseng C.A.

Meyer , ganoderma lucidum and angelica gigas nakai , etc.)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gamma irradiation (10 kGy)

completely eliminated the microorganisms contaminating in

Korean medicinal plants. The total extraction yield of about 15

kinds of Korean medicinal plants increased by 5 to 30% at 10 

15 kGy , when extracted with water and ethanol. Therefore , it is

expected that suitable applications of the gamma irradiation

will be useful for the replacement of chemical fumigants ,

improvement in the hygienic quality of Korean medicinal plants

and the reduction in the extraction time. as well as for the

increase in extraction yield.

4. Evaluation of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red ginseng focusing on

genotoxical safty was investigated. The reverse mutation assay

using Salmonella typhimurium (TA98 , TAIOO and TAI02) demonstrated

that the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did not have mutagenic

activity. The addition of 59 mix did not also exhibit genotoxic

activity in any of the assays conducted in this evaluation.

The chromosomal aberration test in mammalian animal cell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 , CHL) showed no significant

XlV



increase in incidence of structural and numerical aberrations ,

comparing gamma-irradiated red ginseng extracts to nonirradiated

red ginseng extract in the concentration of the sample producing

cytotoxicity. The addition of 89 mix also showed negative results.

These resul ts confirm that no mutagens were formed by gamma

irradiation (up to 10 kGy) in red ginseng powder. Therefore ,

gamma- irradiated red ginseng could be safe on the genotoxic point

of view.

From the above results , 6 items of irradiated foods approved

for human consumption from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y 19 , 1995 ), The items were ginseng products including red

ginseng (up to 7 kGy) , dried spices and their preparations (up

to 10 kGy ), dried vegetables (up to 7 kGy). dried yeast and

enzyme (up to 7 kGy). aloe powder (up to 7 kGy). and s teri Ie

meals for patient (up to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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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I 장 서 트릎
L-

食品은 맛야있고 훌훌養價가 있으며， 衛生的이고 新解한 것이 生옮이

다. 그러나 일년 내내 수확되는 것도 아나고， 또 생산지가 연중되어 있

어 예로부터 인류는 식품을 保存하기 위한 방법으로셔 날고기를 소금에

절인다거나， 생선율 말린다거나 하는 퉁 다양한 방법율 사용해 왔다. 그

러고 현재 防廣鄭l나 殺蟲郵j 퉁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툴 대부분이

健康에 害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食生活의 多變化

와 住居의 아파트화에 따른 加工食品의 비중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食品塵業에서는 大量生흩， 加工 및 流通에 필요한 工種과 品質管理

기술이 要求되고 있다. 륙히， 食品의 安全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보건당국과 식품업계에서는 위생적 식품생산에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園內外的으로 사용이 禁止되고 있는 化學陳薰顆l

나 保存劃 풍율 代替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살균， 살충 기술의 재발은

국내외 식품산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끔까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되어 옹 식품저장， 가공 방법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개선되고 과학화되어 왔으나 나를대로의 한계성이 ~I

척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食品에 대한 放射編 照射 축， 食品照射 (Food irradiation)는 햇

빛에서 放出되는 쌓外線과 家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디오ltV뾰 및

전자렌지의 마이크로波와 같은 원리의 電磁彼로서， 코발트 60 및 쩨시움

137과 같은 放射性 同位元素에서 나오는 감마繼이나 電子1m速裝置에서

발생되는 電子編율 食品에 직접 쪼여 각종 農水홉훌훌행과 1JoI食品의 生

理作用 調節 빛 殺홉/殺蟲에 따른 위생化와 長期 安全뽑藏을 우l 한 食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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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I뺨顧方法악 하나로서 ,밤사선 照射後 放射性 物質의 殘留나 生成이

천혀없는 뿜鐘 및 쁨陳뽑顧과 같은 짧理的 處理方法 이다. 현재 식품공

업에 이용되고 있는 어떠한 져장，가공방법 보다도 국제적으로 50여

년 동안 장기간 혜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I)，園內에서는 韓園圓子力

흙究所가 중심이되어 30여년간 연구룰 수행하고 있고， 국랩보건안천연구

완， 일부 대학연구소도 현채 연구룰 수행중에 있다.

食品의 放射繼 照射技術은 크게 3가지 뚜렷한 長點율 가지고 있다.

- 첫째는 식량자원에 오염된 해충 및 부패유기체의 생육억제와 농

산물의 생리작용 조절로 식량자원의 워생척 장기 안전저장 및 가

격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세계 인구는 15억 이었으나 현재 50억율 녕어

서고 있으며 21세기에는 60억에 도달하리랴 추정되고2) 국내 인구

도 2000년대에는 6천만명으로 증가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0년대의 지구인구”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대의 지역

별 곡물수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불균형아 심화되어 食題

問題는 섬각한 武器化 時代로 변천될 것흐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의 증산은 불가피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체

이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농지면적 및 목야지의 확장， 품종개량，

경영기술의 향상， 어획방법의 과학화둥 직접수단에 의해 년 명균

약 2.4% 증산에 불과하다. 선진 여 러나라에서는 경지를 확대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농경지를 농업이

외의 묶적으로 점차 전용하기 때문에 작으나마 새로운 경 Al 가 생

겨도 천체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는 아니다. 농산물 중산에는 농지

변적의 확대 이외에 일정면적당 수확량율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

다. 설제로 1980-2000년 사이를 보면 생산량 증가분의 약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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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공급부혹과 7t척의 폭둥 및 생

산비의 충가가 예상됨으로 이 방법에 의하여 장래 식량생산 목표

를 달성하는 것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食題寶源의 수확후

저장， 유통되는 동안 f員失되는 量은 10 - 50%에 탈한다고 국제기

구 (FAO , WHO)에서 발표되고 있다1) 따라서 10%의 직접종산이

어려운 현 상황하에서 방사선율 이용하여 식량의 저장방법융 개

선함오로써 10-30%이상의 間養增흩율 가져올 수 있어서， 이는 식

량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활율 할것이다.

- 둘째는 식풀에 폼훨된 病圓性 有機體의 死훌훌로 더욱 안천한 석품

생산과 식품율 통한 철병의 예방 및 기존 화학약품 처리의 대처1기

솔로 이용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병， 륙히 ‘Salmonella,

Campylobacter 동 병원성 세균과 기생충 (Toxoplasma, Trichinella 풍)

오염이 인류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健濟的 生훌性

이 크게 低下된다고 발표되고 있다3，4) 따라서 食品의 放射훌훌 照射는 원

료식품， 특히 동물성 원료식품에 대단히 넓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염

되어 있는 병원성 유거혜를 사멸시키므로 公累保健상 가장 중요한 利효

율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 셋째로， 食品의 放射훌훌 照射는 UR 및 WTO 체제 출범에 따른 園觀

食題交易에서 식량자원의 해충사멸 및 공중보건상의 檢훌管理 기

술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간 식량교역은 세계경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그 시장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국제식량교역에 있어서 안천율 국대화하기 워하

여 공중보건법과 검역관리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식량교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축 생물학척 및 화학적 측

--



변에서의 안천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며， 서로 상이한 무역국들의 큐

정율 포괄적으로 충촉시킬 수 있는 식품가공 기술의 개발/이용운 모든

국가틀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보

존제나 훈증쳐 리 (ethylene dibromide,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둥)가 유해성분의 생성 및 잔류로 발암성퉁 건강장해률 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야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틀의 대체기술료;

서 다른 화학훈증제 (phosphine 동)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톡성

물질률로서 작업자의 건강위해나 환경오염， 해충류의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 동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밤안이 되지 못한다. 한편 식품 및

놓산물의 해충사멸윷 위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ethyI bromide는 오존충율 고걸시키는 물질로서 1992년 몬트리올 협약

결과 2000년 이후 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틀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될

전망요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UN環境委員會에서는 故射繼 照射技

術의 사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5，6)

륙허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健全性 〈安全性)문제는 이미 세계보건

기구(WH이，국제식량농업기구 (FA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 미국식품

의약품국(FDA)동 국제기관과 국체학술단체에서 식품의 보존/위생화 수

단으로 그 건전성을 공인 하였다7-12)

- 1961 : 벨기에 브뤼셀에서 IAEA, FAO, WHO가 공동으로 초사식품의

건전성 명가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륨 명가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가 소

집되 었고， 2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초사식품건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를 명가하고 핀장하기 위하여 3개 국제기구로서 식품조사공동천문위원회

(JECFI)를 설치키로 하였다.

- 1969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FAO, WHO, lAEA 공동전분위원회

는 륙정 선량까지 조사한 감자， 밀 및 밀가루제품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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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FAO , IAEA 빛 OECD는 WHO 의 권유에 따라서 초사식품 안전

성에 대하여 광법위하게 혐가하기 위하여 식품조사분야 국제과제

(IPFFI)를 신설하였다. 247H국이 본 과제에 참여하여 12년간 연구가 계

속되었고， 초사식품중에 방사선조사 때문에 발생된 발암성 물질이나 기

타 톡성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 1976 : 륙정 선량까지 조사된 5종의 조사식품 (감자， 밀， 파파야，

딸기， 닭고기)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회의에서 무초건으로 허

가되었고， 4종의 조사식품 {양파， 쌀， 新解대구 및 연어)이 잠정적으로

허가되었다.

- 1980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 {식품조사공동전문위

원회)는 더 많은 연구 및 실험결과의 명가에 따라서 명균 10 kGy

(1<ilogray = 백만 rad) 까지방사선을 조사한 어떠한 식품도 톡성적 장

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협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

렸다. 식품에 대하여 10 1<Gy까지 초사하는 것은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를 일오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1982 : FAO 및 WHO의 요구에 의해서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국제

미생물학회의 식품위생연합은 식품조사의 안전에 관한 증거를 재확인하

였으며， 동 위원회는 JECFI 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삭품조사는 건강에 대

하여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1983 ; JECFI의 추전내용은 식품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세계적

기준율 정하는 기구인 FAO/WHO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동 위원회

는 동 추천 내용을 일반규격기준의 조사식품규격으로 흡수시켰으며， 식

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설 운전지침:로 발표하였다 (CODEX GENERAL

STANDARD) .

- 1984 : 20개국 이상이 FAO , WHO , IAEA 후원하에 식품조사 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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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구를 조직하여 국제교역， 경제， 규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율 다루기

로하였다.

- 1986 : 미국 FDA는 수십년간의 연구 및 실협결과에 따라서 과채류

의 저장기간 연장과 살충 목적으로 륙정선량까지 광법위하게 방사선을

조사힐 수 있도록 법적￡로 허가하였￡며， 이와 같은 조치는 세계 시장

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 단계로 명가된다. FDA는

과채류 및 향신료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였고 (1983), 이어서 돼지고

기， 감자， 밀 및 밀가루의 조사률 허가한 바 있다. 구주공동체 과학분과

위원회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사협은 더 이상 필요

가 없다는 명가를 인정하였으며， 1980년의 JECFI의 결론율 인준하였다.

- 1988 : 스위스 제네바에서 FAD, WHO, IAEA 및 국제교역센터

(UNCTAD)/GATT 공동으로 개최된 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성， 규제 및 교역

에 관한 국제회의에 약 80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식품조사에 대하여 소

비자와 교역의 전망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1992 : WHO에서는 IOCU (국제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최근 초사식

품의 안전성율 재명가하면서 식품제조기준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법이 엄

격히 이용된다면 영양학적으로나 미생물학적으로 천혀 문제가 없다고 발

표하고 있다.

- 1992 : 안전한 식품의 조리를 위한 WHO의 항금율 (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감마선￡로 처 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 (닭， 새고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고 발표.

- 1990-1995 : 國內에서도 륙산품인 A훌훌製品에 대한 방사선조사의

안전성 연구가 4개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

연구소， 국집보건안전연구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동으로 5년깐

수행하여 營養學的， 微生짧學的， 藥理效能 및 遺傳毒性學的 安全性율 rr.

-6-



훌훌하였다131

食品照射 기술의 國際 現況율 보면 寶用化는 현재 世界 37個國에

서 將珠食品 (우주비행사 읍식류， 환자용 병원식 동)율 비롯하여 2백여종

이상의 식품에 放射線을 쪼이는 것이 許容되고 있는 실정이며， 園內의

경우에는 總 18個 食品品目群으로 이는 외국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美國 : 향신료， 건조효소， 돼지고기， 신선/냉동가금육 둥

54캐 품목， 英園 : 향신료， 양념류， 과채류， 가금육 등 51개 품북， 프랑스

: 향신료， 곡류 및 후레이크， 신선 및 건조과채류 퉁 38품목 ). 또한 食品

照射에 활용되고 있는 照射施設은 세계적으로 50여기 이상에 이르

며，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된 照射施設도 약 20여기에 이르고

있다 (자효 1 : 食品照射 許可 國家 및 品目數 }U-151.

食品照射 기술의 國內 現況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放射훌훌 照射

食品에 대한 흉究툴 지금까지 30여년간 수행하고 있고， 한국원.A}력

연구소가 기술지원한 中小企業 (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에 의해

1987년 경기도 여주에 團業的 多目的用 放射總 照射施짧 (60CO , 640

l<Ci)율 據I ， 현채 鏡動중에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연구

기관에서 수행된 照射食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保健福祖部로 부

터 1987년， 1991년， 1995년 3차례에 걸쳐 총 18개 식품품목군의 放

射홈훌 照射 許可률 取得하여 현재 商業的 放射繼 照射가 行하여 지고

있고，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묘로 園內의 食品훌業에서 放射線

照射技術의 需要는 크게 增1m할 것이다 (자료 2 : 園內 감마線 R몫射

許可 食品>.

이와 같이 園內外的으로 食品에 대한 放射線 照射技術의 利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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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大됩에 따라서 本 휩f究는 食品塵業에서의 間題核心分野의 代替技

術 開聽과 品質改善에 따른 附加價植 向上에 역점을 두어 그 技術의

利用擺大 빛 寶用化 훌盤據充을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옥수수 짧짧製造l1JoI 工程改善 빛 照射趣짧의 利用性 t홈大

빠究에서 욱수수는 세계 곡류 생산량중 2위를 차지하는 곡물로서 식

품공업에서 뿐만아니라 제약， 제지， 섬유， 플라스틱， 금형， 방적 퉁

올수수 전분을 이용한 가공 제품의 종류는 2.000여종 이상에 달하

며. 전분공업에서 옥수수 전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0 % 어상으

로 그 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욱수수 廳짧抽버

l程 및 꿇業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業用 變性澈짧 (醒處理뼈

짧， 顧化鍵짧)生塵에 많은 問題點 (환경기준물질인 아황산용액의 고

농도 사용으로 작업자의 健康障書와 環境公뽑 및 高溫에서 長時間의

홉遭I程으로 과다한 에너지 소모와 낮은 數짧抽버， 흩흩業魔水의 大

量훌훌生 둥)율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율 보완 또는 해

결하기 위해 감마선 照射로 옥수수 짧짧抽버 工程改善 및 I業用 變

性뼈훌짧 (醒處理願짧， 嚴1~廳짧)의 代替品을 生塵함으로써 전분추출

가공에너지 절약 빛 육수수 전분추출공정에서 사용되는 환경기준 물

질인 아항산용액의 농도저하와 산업혜수의 벌생이 없는 가공전분의

생산으로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며.또한 옥수수의 물성/공정개선 선량의 감마

션 조사에 의해 전분원료 옥수수의 오엽 유기혜를 사멸시킴￡로써

저장중 이틀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을 줄여 식량자원의 간접증산효과

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다.

有用微生勳의 固定化 뭘f究에서는 현재 식품， 화장품 동에 사용되

는 A工 (合成)著色料는 흉훌f홈性 동 公樂保健상 많은 문제점율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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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사용이 禁止 또는 天然빼質로 代替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

고 있는 天然色素충 식물계에서 carotenoid , chlorophyll , 곤충류에

서 cochineal 색소가 있으나 색칼과 사용법위가 한정되어 있￡며，

값이 비싹 부분적￡로 사용되고 있다. 이점에서 미생물에 의한 색소

생산은 낮은 생산비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접과 자연적인 계절성율

타지 않는 동 큰 장점을 갖고있다. 미생물에 의한 색소생성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MonaSCU5 속의 적색색소이다 . MOnaSCU5숙 곰팡이률

이용한 국(Koji) 은 중국대륙과 동남아에서 옛부터 생산되고 있￡며

심홍색율 띠므로 홍곡이라하며 16) ’ 2차 대전후 이 홍곡균 (Monascus

숙)을 가공육， 체과， 알코올음료， 청량읍료， 유제품， 아이스크렴，

수산연제품 (케， 새우의 모초풍 동)챔， 토마토케첩， 연양갱， 미과，

삶은 문어， 소금에 절인 연어알 동의 착색에 그러고 화장품에 I걸리

이용되고 있다l7). 현재 얼본 및 대만의 몇개 기업이 MonaSCU5 천연

색소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에 고정화 기법율 이용하

여 이와 같은 펀연색소를 낮은 생산비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율

개발코져 2차 년도 연구결과로 부터 훌業化를 위한 batch scale 규

모의 運續培養의 最適條件을 確立코자 하였다.

天然生理活性勳質 (鐘方藥材類)의 有效成分 抽버짧 增大 빛 衛生的

長期 安全합藏法 개발연구에서 현재 수입되는 대부분의 한방약재류는

국내 법적 세균오염 기준치 초과 및 중금속 과다 검출， 장기 안전저장율

위한 화약약품처리 둥 공중위생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8， 19) 따

라서 감마션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이틀의 위생화와 유효성분의 추출율율

증대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원자력중장거 2단계 연구 (1997 -200 1)에서

機能性食品 (면역증진， 노화/발암억제 및 방사선 방호식품) 개발의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UR대비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물자원의 활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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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증대방얀 마련율 위해 수행 되었다.

아울러 放射鏡 照射食品의 安全性 評價률 위한 기초연구로 유천톡성

학적 안전성명가 시험방법 확립과 방사선 照射된 훌[훌의 遺傳훌性뽑힐的

(롤연변이원성 및 염색체변이 유발성 시험) 安全性 試廳이 수행되었으며，

또한 保健福祖部로 부터 放射線 照射食品의 健全性 許可取得율 目標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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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장 볼 로
」

쩨 1 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욱수수 鍵紹 製造I1JDII程 改善 및 ~IJ用性 增大 方案

가.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전분시료는 삼양그룹 선일연구소에서 구입

하였으며， 전분의 고농도 시험에 사용된 메욱수수와 찰육수수는

강원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메욱수수는 캉원채래종

(생산지:홍천군 통북면 신봉리) 으로 1993년 9월 하순에 수확하여

천일컨초 (수분함량: 12 %범위) 한 것이며， 찰욱수수는 고성 재래종

(생산지: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으로 같운해 8월 하순에 수확하여

천일건초 (수분합량: 8 %범위) 한 것이다.

나. 시료의 감마선 照射 및 홈F藏

천분 및 욱수수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照射編量의 오차률 줄이 기

위해 원통형 PVC 용기 (0 5 x H 8 em) 에 답고， 한국원자력연구소내

顧顧 100 , 000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율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 간당 1 kGy의 선량률로서 2.5 kGy , 5 kGy , 10 kGy , 30 kGy , 50

kGy , 70 kGy , 90 kGy , 110 kGy의 총 홉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홉수선량의 확인은 eerie eerous dosimeter율 이용하였고， 총

홉수선량의 오차는 ±S % 내외 였다. 감마션 조사된 시료는 비초사

대조시료와 함께 실온에 저장하면서 설협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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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분추출공정

전분의 고농도 시험에 사용된 메옥수수 및 찰욱수수 천분은 다읍

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즉 욱수수 시료 200 g에 대해 0.2 %

NaHS03 용액 800 ml를 가한 뒤. 50 °c 에서 40시간 침지시켰다. 침지

가 완료된 욱수수 시료는 증류수로 세척한 뒤 중류수 600 ml률 가하

여 Home Mixer 로 2분간 마쇄 (full speed) 하였으며 , 얻어 진 짧짧

￥L被은 70-345 mesh체로 연속적으로 결러 외피와 배아를 제거하였

다. 글루댄은 4 t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원심분리로 져1 거하였으며，

회수원 천분은 다시 중류수에 현탑사격 원심분리하여 현탁액의 pH가

6.5-7.0 이 될 때까지 정체하였다. 정제된 전분액은 aspirator로 여

과한 뒤 (What뻐n No.1 ), 상온에서 2얼간 건조사겼으며. 건조후 100

mesh체를 통과시켜 통과된 전분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라. 전분의 이화학적 특성 시협

(I) Blue value

Blue value는 Gilbert 와 Spragg의 방법2이으로 다음과 같아 측정

하였다. 100 ml volumetric flask에 전분 4 mg을 정 확히 칭 량하여 ,

증류수 10 ml 와 1 N NaOH 5 ml를 넣어 잘 분산시킨 푸 boi ling

water bath에서 5분간 호화시킨다음 1 N Hel 5 ml툴 가하여 중화시

켰다. 이 용액에 potassium hydrogen tartrate 0.14 g율 첨가한 다

읍 증류수를 가하여 약 90 ml 가 되도록 한 후 iodine 용액(2 mg of

iodine/ml ; 20 mg of potassium iodide/ml) 1 ml률 넣고 다시 증류

수를 첨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잘 혼합한 푸， 설옴에셔 20분

간 방치하고 6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Blue value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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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 x 4
Blue value = x 100

전분농도 (mg!lOOml )

(2) Alkali number

Alkali number는 Schoch의 방법21 )으로 측정하였다. 전분시료 500

mg율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중류수 10 ml 와 0.4 N NaOH 25

ml률 넣어 잘 분산시킨 후 I 95-100 °c 증류수 65 ml를 !컬어 가볍게

흔든 다음 boi ling water bath에서 l시간동안 분해시켰다. 분해가

같난륙시， 얼음물에서 식힌 후 o °C 중류수 50 ml률 가하여 반웅을

정치시켰다. 이 용액에 O. 1 % thymol Bl ue 1 ml를 가한 후 0.2 N

H2S04 용액으로 적정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지점을 end-point로 하

여. 다음과 같이 alkal i number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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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kali number =
dry sample wt. (g)

(3) 물결합능력

전분의 물결합농력은 Medcalf 와 Gilles의 방법22)으로 측정하였

다. 사료 0.5 g율 미리 무케를 축정한 30 ml 원심분리관에 넣은 후

증류수 20 ml 를 넣어서 잘 분산시킨 다읍 15 rpm으로 l시깐 동안 흔

틀어 주었다. 이것을 3, 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퉁액

을 제거하여 침전된 전분의 무게로부터 결합수를 계산하고， 처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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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전분과의 중량바로 부터 물결합능력을 산출하였다.

결합수 (g) x 100
물결합능력 (%) =

시료무게 (dry basis , g)

(4) 팽옳력과 용해도

전분의 팽윤력과 용해도는 Schoch의 방법23)에 따라 90 DC 에서 행

하였다. 전분 0.5 g율 미리 무게률 측정한 뚜껑이 달린 30 ml 완심

분리관에 낳고 중류수 25 ml률 가해 완천히 분산시켰다. 이것을 90

t water bath에서 1 시 간동안 shaking한 후， 3, 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후 침천된 천분의 무께를 칭량하고 (A ),

상동액은 모두 중발접시에 옮겨 110 t 에서 수분을 완천히 건조사킨

다읍， 남아있는 고형물의 무게 (8)룰 측정하여 다읍식에 의하여 팽윤

력과 용해도를 계산하였다.

고형불의 무게 (8) x 100
용해도 (%) =

시료의 무게 (dry basis , g)

침전된 전분의 무게 (A) x 100
팽윤력

시료의 무케 x (100-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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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루과도

천분 0.4 g율 200 ml 삼각 플라스크애 넣고 증류수 200 ml룰 가하

여 0.2 % 용액￡로 반든 후. Hot plate 상에서 magnetic bar로 계숙

교반하면서 각 온도에서의 광루과도률 비색계를 사용하여 625 nm에

서 측정하였다.

(6) 아벌로그래프에 의한 호화륙성

시료 전분의 호화양상은 Brabender viscograph E type (톡일

Brabender‘ Co. ) 율 사용하여 Medcalf 와 Gilles의 방법24)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행하였다.

전분시료용액 500 ml를 1분간 교반시킨 후 Amylograph bowl 에 넣어

서 1. 5 DC/min의 일정속도로 25 DC 에서 95 t까지 가열하고. 95 t

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 50 DC 까지 1. 5 t/min의 속도로 냉각시켰

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아밀로그람으로 부터 호화캐시온도， 최

고점도， 95 t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의 점도. 50 t에서의 점도

30 DC에서의 점도동율 구하였다. 호화개시옴도는 커브가 20 B. U. 에

도달할 때의 온도로 나타내었다.

(7) 효소반웅시험

시료전분의 효소반웅시협은 액화효소인 Termamyl (Type LS) 과 당

화효소인 Novo AMG와 Novo Promozyme율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천분 300 g에 초순수 증류수 600 ml률 가한 추 Termamyl 60μ￠

(I 20KNU/g) 과 CaCh 10 ppm율 첨가하한 후 pH를 6.5로 조절하였다.

이것율 115 DC 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pH 4로 조정하여 다시 1시간

풍안 가열하였다. 액화반웅 완료후. pH를 5.5로 재 조절 한 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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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 AMG와 Novo Promozyme을 각각 50μe와 100μQ씩 첨 가하여 반웅시

간에 따른 glucose 의 함량변화를 HPLC로 살펴보았다.

2. 有用微生陽 固定化에 의한 流色色素 生흩試驗

가. 사용균주

천연 척색색소를 생산하는 곰팡여류인 Monascus anka DFCC 11832

를 한국종균협회에서 구입하여. 30°C에서 4-5일 동안 명판배~l

(agar plate용 배지 )에서 배양한 후， 50 % glycerol용액율 가하여

포자현탁액율 제조하였다. 제조된 포자현탁액은 -20°C에서 보관하

면서 필요할때 마다 적정량율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배지조성

Agar plate용 배지 및 액체배양용 배지의 기본 조성은 다읍과 같

다.

Formula ingredients of agar plate and broth culture medium per liter

Agar plate용 배지 액처l배양용 배지(변형 Lin ’ s media)

sucrose 10% Rice powder 3%

Yeast extract 0.3% NaN03 0.15%
casamino acid 0.5% KH2PO. 0.25%
NaN03 0.2% MgSO•. 7H20 0.1%

KH2PO. 0.1% Casamino aci d O. 1%

MgSO•. 7H20 0.05% CaCI 2.2H20 0.001%
KCl 0.05%

FeSO•. 7H20 0.001%
Ag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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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젤라틴 배양조건 시험

첼라틴의 최적 첨가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250 ml 의 삼각플라스

크에 액채배양용배지인 변형 Li n ’ s med i a (50 mI )를 넣고 포자현탁

액 1 ml를 접종한 다음， 각기 다른 시기에 젤라턴을 첨가하여 8일간

배양하였다. 이 중 일정하게 나온 결과불 5개를 선택하여 미생물의

생육정도와 색소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라. 반연속식배양 생산시협

반연속식 batch scale시협에 있어서는 최적 생육영양원으로 형성

된 곰팡이 pellet율 사용하여 색소생상성율 살펴보았다. 측 배양 4

일후 형성된 곰팡이 pellet에 탄소원을 달러한 액체배양용배지를 넣

고 25 t. 170 rpm에서 약 10일간 배양하면서 이때 얻어진 색소 생산

량율 측정하여 반연속식 batch scale시험에서의 최적배양조건율 살

펴보았다.

마. 색소 측정

50 ml 배양액에 80 % 에탄올 150 ml를 가하여 60 °c water bath에

서 l시간동안 진탕추출한 후 aspi rator‘로 여과한 다음 그 여액의 홉

광도를 390 nm (황색색소) 및 505 nm (적색색소)에서 각각 측정하였

다.

3. 天然生理活性빼質의 抽버짧 增大 및 衛生的 長期 安全뺨藏 試훌했

가. 셔료

본 시협애 사용된 시료는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漢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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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材 20여종울 대상으로 서울경동시장 한약재상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종류는 Table 1과 같다.

나. 시료의 포장， 감마선 照射 빛 뺨藏

시료의 포장은 접합포장재 (nylon 15 μm / polyethylene 100 μm :

투습도， 4. 7 g / m2
/ 24 hrs : 산소루과도， 22.5 cc / m2

/ 24

hrs) 를 이용하여 약 500 g 단위로 합기포장한 후 감마선율 조사하였

다.

포장된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의 Co-60 조사시설 율

이용하여 시 간당 300 Gy의 선량률로 2.5 , 5, 7.5 , 10 및 15 kGy의

총 흡수선량율 얻도록 하였으며， 홉수선량의 확인은 ceri c cerous

dosimeter 에 의하였다. 비조사 및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설옹

(3-30 "C, RH 50-95 %)에서 저장하며 실협에 사용하였다.

다. 微生빼 生育옳驗

각 시료 5 g에 멸균수 95 ml 를 가하여 30분간 shaking 한 뒤 그중

0.2 ml를 취하여 미생물 생육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好氣性 全細

園 (total aerobic bacteria)은 APHA 표준방법 25)에 따라 plate

count agar (Difco , Lab)를 사용하여 30 ·C 에서 1-2일간 배양한 후

집 략을 계수하였으며 , 홈흉母 맺 곰팡이 (yeast & molds)는 potato

dextrose agar (Di feD , Lab)를 사용하여 멸균된 10 % tartaric

acid로 pH를 3.5로 조절한 후 평판법으로 25 ·C 에서 5-6일간 배양한

푸 계수하였다 32) 大題훌훌群 (coliforms) 은 desoxycholate agar

(Difco， Lab)률 사용해 pour plate method26 )로 37 ·C 에서 1-2 일간 배

양한 후 적색의 집락을 계수하였다. 모든 미생물 검사는 3회 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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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요며， 단위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

내었다.

라. 有效成分 抽버휩驗

비조사 및 감마선조사된 각 시료를 분쇄기로 분쇄하고 유효성분 추출

은 수직으로 환류냉각관율 부착한 500 ml용 둥근 플라스크에 시료중량

의 3배의 물(중류수) 또는 70% 에탄올율 가해 물추출운 95+1 t , 70%알

코윷추출은 80+ l·C의 수용상에서 2시깐동안 추출하고 여과(Whatman

No.44)한 후 물추출물은 70·C , 70%알코올추출물은 60t수육상에서

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벼조사군과 감마션

조사군의 soluble solid합량은 중량법으로 정량하였다.

4. 방사선 照射食品의 安全性 홈F價 휩f究

감마선 照射紅養짧末의 遺{專毒性學的 측면에서의 안전성 명가률 위해

Salmonella typhimurium 을 이용한 突然變異庫性 시험과 P南￥L類 培養細

뼈를 이용한 훨色體 異常 훌훌發뾰 시협을 수행하였다.

가. 홍삼분말 extract 조제

감마선 조사 (5 kGy 및 10 kGy) 및 비조사 홍삼분말 40 g율 냉각관이

부착된 1,000 ml 삼착플라스크에 넣고 시료의 10배량의 80% ethanol율

가해 60 DC water bath에서 8시간씩 2회 반북추출하고 상기 추출액틀율

합하여 여지 (\Vhatman No.5A)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850 Brix 의

홍삼 extract률 제조하였다. 제조된 extract는 척탕한 농도로 희석한 후

롤연변이원성 및 염색체 이상 유발성 시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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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almonella typhimurium 돌연변이원성 시혐

(1) Ames test 시혐용 균주

시험애 사용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lOO, TAl02 는 한

국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 부터 분양뱉았으며， 그 유천학적 륙성은

Table 9 와 겉다. 각 균주는 M따on & Ames의 방법 27)에 따라 histidine

요구성, deep rouph (ria) 돌연변이 , uvrB 돌연변이 I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동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협에

사용하였다. 각 균주는 -80
D

C의 DMSO동결보존으로 부터 직접 10 ml의

nutrient broth에 접종하여 37
D

C에서 12시간 회전식 진탕배양한 후 시협

에 사용하였다.

Genetic characteristics of tester strains

Strains Characteristics ReferenceS27)

Salmonella ty，며imuriL때

TA98 hisD3052, rfa , .6. uvrB , p애 101

TAIOO hisG46. rfa , .6. uvrB. pKM 101

TAI02 hisG428. rfa. +, P뻐 101 , pAQ 1

Maron & Ames (1983)

Maron & Ames (1983)

Maron &Ames (1983)

(2) 배지

Maron & Ames의 방법 27}에 따라 각 배지를 조제하였으며， 멸균은 고

압증기멸균 (15 lb, 121 DC , 20 min)에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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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inimal glucose agar medium

돌연변이원성 검색용 배지로서， 1.5% Bacto agar 수용액을 혜조하여

멸균한 후 미 리 멸균한 40% glucose 수용액과 Vogel-Bonner medium

E (50 X)를 첨가하였으며， 조성은 아래와 겉다.

Forπula ingredients of minimal glucose agar medium per liter

Agar

Distilled water

VB salts(50X)

40% glucose

15 g

930 ml

20 ml

50 ml

Formula ingredients of Vogel-Bonner medium E (SOX) per liter

Di stilled water (45 'C)

MgS04 ·7H20

Citric acid monohydrate

K2HP04

Na애JH4P04' 4H20

,m

g

g

g

g

때

애m

떼

댄

제초된 배지는 감마선 멸균 plate (Costar, 100 mm x 20 mm)를 사용

하여 plate 당 30 ml 썩 pipetting 하여 명한고화시켰다.

(나) Top agar

Top agar는 0.6% Bacto agar와 0.5% NaCl율 증류수에 녹여 멸균한

것으로， 사용하기 천에 mIcrowave oven에서 녹인 후 Top agar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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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0 ml 의 0.5 mM L-histidine ‘ Hel / 0.5 mM d-biotin 혼합액율 첨가

하여 사용하였다.

(다) Nutrient broth

시험용 균주의 액체배양에 사용된 nutrient broth로 Oxoid nutrient

broth No.2 2.5g율 중류수 100 m!에 녹여 멸균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시약

L-histidine, d-biotin, sodium azide, 2-aminofluorene, mitomycin C,

4-nitro-O-phenylenediamine는 Sigma Chern. Co. (USA)에서， Oxoid

nutrient broth No.2 는 Oxoid Ltd. (UK)에서， Bacto agar는 Difco Lab.

(USA)에서 각각 구입하였으며， 그 밖와 배지조제에 사용된 시약류는 원

척의 제시에 따라 입수하였다.

(4) S9 mix의 조저l

시협관내 代훌짧홉性化률 위하여 59 mix 률 다음과 같이 조제하여 사용

하였다. 훌훌觸￥b質인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mixture (Aroclor

l껑4) 루여로 맑 醒素 (liver enzyme)를 유도시킨 rat~ Iff 혈質被의 S9

획분은 Microbi이ogical Associates (Bethesda, Maryland, U.S.A)에서 구

입하였으며， S9 mix의 조성은 Table 12와 같다. 초제한 S9 mix 0.5 ml

을 Top agar 와 함께 minimal glucose agar 위에 plating 하여 무균성융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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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ingredients of S9 mix (rat liver microsomal enzyme + cofactors)

per 50 ml

Rat liver S9

0.4 MMgC12 - 1.65 MKCl

1M glucose - 6 - phosphate

O.IM NADP

0. 2M phosphate buffer, pH 7.4

Sterile distilled water

2.0 ml (4~)

1. 0 ml

0.25 ml

2.0 ml

25.0 ml

19.75 ml

(5) 시험방법

代謝活性짧質 (59 mix)율 이용하지 않는 겸우에 사용한 시험법은

standard plate incorporation test (직 접 법)로서 , 시험관 (20 mm x 150

mm, borosilicated glass)에 시험물질율 100 μl 썩 분주한 다읍，

histidine/biotin 이 첨가된 Top agar률 2ml썩 가하여 45t water bath

에 정치시커 두고， Oxoid nutrient broth에서 하룻밤 배양시킨 균배양액

을 100 μl 썩 가하여 잘 혼합한 후 미 리 만툴어 놓은 minimal glucose

agar plate 상에 부어 명판고화시킨 다읍， 37t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

긴 t훌홉홈變異의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이때 시혐물질 대산에 인산완충용

액율 넣어 자연북귀변이 수를 측정하기 위한 陰性對照群， 시혐물질을 돕

이는데 사용된 용매률 넣운 용매대조군 및 각 시협용 균주에 따라 원저

에 제시된 變異團性物賢율 넣은 陽性對照群도 포함시켰다. 북귀변이집략·

의 수는 읍성대조군과 용매대조군은 plate 3매의 명균치， 시협군운 2매의

명균치로 나타내었다.

시험관내 代謝括性짧質 (59 mix)을 이용한 사협법으로는， Standard

미ate incorPOration test의 변형 인 preincubation test로서 , 시협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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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x 150 mm)에 시험물질을 100 μl썩 가하고， S9 mix 0.5 ml (S9 (-)

대조균에는 PBS 0.5 mD를 가하여 I 3TC shaking incubator에서 30분간

배양한 다음， 45°C water bath에 바리 정처l사켜둔 Top agar 2 ml를 첨

가하여 혼합하고 minimal glucose agar plate 상에 부어 명만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긴 복귀변이의 집략수를 계수하였다.

북귀변이집락의 수는 59 (-) 대조군과 용매대조군은 plate 3매의 명균치，

시혐군과 양성대조군은 2매 명균치로 나타내었다.

突然흉흉移 훌훌훌훌性의 判定은 原著의 제시에 따라 復歸變異 집락수가 港

媒對照群의 2배 이상이면서 容量依存性을 가지는 경우를 陽性으로 하였

다.

다. 觸￥L類 培養細뼈를 이용한 훨色體異常 훌흉發 試驗28)

(1) 세포배양

시험에 사용된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 (CHL) 세포는 業色體

가 25개이며， 細뼈週期는 15시간으로서 염색채이상 시험에 적합한 조건

율 갖훈 세포로서 한국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분양받았다. 배지는 10%

fetal bovine serum, 100 U/ml penicilin, 100 μglml streptomycin, 5 X

10-에r1 2-mercaptoethan이 빛 20 roM HEPE5 buffer를 첨가시킨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Gibco BRL, Inc.

(U.S.A)에서 구입하였다. 배양은 포화상대습도조건의 5% CCh를 공굽하

는 37°C 의 CO2 Incubator에서 수행하였으며， 3-5얼마다 0.05%

Trypsin-EDTA (Gibco BRL, Inc.)를 사용하여 계대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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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예버 畵性試驗에서의 50% 세포증식 억제농도를 최고농도로하고， 이의

113 빛 1/10 이되는 농도를 서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음성대초군과 이미

확인된 양성대조군을 두었으며， 대사활성 부재 및 존채하에서 시험하였

다.

代謝폼性物質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CHL 세포 (1.5 X 10
5
개)를

6-well plate에 파종하고 2일간 배양한 후 시험물질을 첨가하고 세포수

집 2시간전에 colcemid를 최종농도 2 μg/ml로 첨가한 후， 2시간 더 배양

하여 총 검처l처리시간이 24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0.05%

Trypsin-EDTA 처리로 15 ml 원심분리관에 세포를 수집하여 10분깐 원

심분리 (200 x g) 한 후， 상둥액을 버 리고 37·C의 0.075 M KCI 용액 10

m1를 가하여 37·C water bath에 15분간 정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동액

율 버 리고 고정액 (methanol:acetic acid, 3: 1)으로 3회 고정시 킨 후， 청 결

습윤한 slide에 세포현탑액을 적하하고 공기견조시켜 염색체 표본율 져1

착하였다. 5% Giemsa 용액으로 15분간 염색하고 광학현미경 (1 ，000배)

￡로 관찰하였다.

代謝폼性뺑質율 이용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한

후， 시험물질 (혹은 양성대초물질)과 S9 mix (배지의 20% 비율)가 포함

된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6시간동안 배양한 후， 신선한 배지로 교환하여

16시간 더 배양한 다읍， colcemid를 처리하고 2시간 후 세포룰 수집， 염

색체표본을 체작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대사활성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mitomycin

C 0.04 μg/ml율， 대사활성불질율 이용한 경우에는 benzo(<t)pyrene 0.02

mg/ml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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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판정

각 시험당 100개와 세포분열 중기상 (metaphase)세포롭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여 훨色體異常 有無률 判讀하였다. 훨色體異常은 構造異常과 數的

異常으로 대별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대상은 다읍과 같다. 축 구초이상으

로는 염색분체형 gap (etg), 염색분채절단 (etb) , 염색분체교환 (ete) , 염

색체형 gap (esg) , 염색체철단 (esb) , 염색체교환 (cse ; dicentric, ring

동)을， 슷적이상으로는 배수체를 관찰하였다.

이상의 종류를 l개이상 갖는 세포를 양성셰포 1개로 계수하고 그 종류

는 각각 기록하였다. 통상 CHL 세포의 경우 음성대조군에서 염색체야상

율 가진 세포의 출현율응 3%를 초과하는 일이 거의 없요므로 시협결과

릅 다읍의 기준에 따라 펑가하였다. 륙 異常細뼈의 ~1l명 버現짧이 5%

며만 일때는 음성 (-), 5% 이상 10% 미만 일때는 의양성 (土)， 10% 이

상 20% 미만 일때는 양성 (+), 20% 이상 50 % 미만 일때는 양성 (++),

50% 이상 얼때는 양성 (+++).Q.로 판정하였다.

라. 방사선 照射食品의 健全性 許可取得

방사선 照射食品의 실용화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율 위해 한국원

자력연구소 우려 연구텀 및 국제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保

健福社部로 부터 5개 食品群 7개 食品品目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

소류， 효모/효소식품， 알로에 분말， 인삼(홍삼포함)제품류， 2차살균이 필

요한 환자식)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이미 2차

(‘87, ‘91년)에 걸쳐 허가된 식품품목과 여번에 추가로 신청한 방사선 초

사품목률은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을 제외하고 모두 l차 산물 및 건조

농수산물로서 주로 식품가공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것툴울 대상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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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감마션 조사에 매우 안천한 식품군들로서 화학약품척리를 체외

한 다른 방법으로는 살균， 살충처리가 불가농한 품몹틀이며 기흔의 살균，

살충제동 화학적 처리 방법보다 감마선 조사방법이 훨씬 안전한 것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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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철 연구결과 빛 고찰

1. 옥수수 澈짧 製造/加工工程 改善 및 利用性 增大 方훌

가. 감마선 照射짧짧의 빼理化學的 特性 흉化

(l) Blue value

Blue value는 團짧시료중의 amylose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중의 하나

로 강마선 照射훌훌量에 따른 鍵짧의 비 ue value의 변화는 Fig.l 과 같다.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blue value가 직선척으로 감소하여

110 kGy의 감마선 초사구는 버조사군에 비해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을 나

타내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분자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며， 이에 따라 요오드 결합력。.J 감소한다는 것율 의미하는 것으로

Whistler와 Ingle악 연구보고영)와 잘 일치하였다.

한편. pH를 조절한 전분에 갑마선율 조사하여 (50 kGy) 그 변화를

살펴보면 산성조건얼수록 요오드 결합력이 크게 감소하여. pH 2에서 50

kGy 초사전분 시료는 앞선 pH를 초절하지 않은 110 kGy 조사전분 사료

보다 훨씬 더 낮은 값율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pH 9 (50 kGy ),

pH 5 (50 kGy) 천분시효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또한. pH 2로 조절한 천분사료의 감마선 조사효과를 살펴 본 결과 40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blue value 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3). 따라서 산성초건하에서 감마선조사는 짧짧分子의 構造的 變

化률 더욱 촉진하여 천분의 요오드 결합력율 크게 상실시킨다는 것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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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kali number

Alkali number는 뼈짧뼈의 terminal aldehyde group 수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값의 증가는 전분 chain의 부분척인 파괴를 의미

하게 된다30.31) 감마선 照射總量에 따른 전분의 alkali number률 측정한

결과는 Fig.4와 같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천분의

terminal aldehyde group 수가 크게 증가하여. 110 kGy 감마션 조사시

료는 비조사군에 비해 약 3.5배 정도 alkali number의 증가를 나타내었

다. 이는 앞션 blue value와 잘 일치하는 결과로 조사선량의 증가가 천

분분자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 전분 chain 의 부분적인 파과를 야기시킨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H를 초절한 전분에 50 kGy 의 감마선율

조사해 본 결과 J blue value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산성조건일수록 천분

의 alkali number7} 크게 증가하여 . pH 2로 조절 후 50 kGy 조사된 전

분시료가 현저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5).

또한 pH 2로 조절한 전분시료의 감마션 조사효과를 살펴보면.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의 terminal aldehyde group 수가 직선

적으로 증가하여， 훌훌性條件下에서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 chain 의 효}꾀

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 주었다 (Fig. 6).

(3) 光透過度

감마선 照射總量과 溫度에 따른 敵없溶被 (0.2%)의 광투과도 변화는

Fig. 7과 같다. 비조사 시료의 경우 광투과도는 75·C를 넘어서면서 서서

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5°C에서는 38.5%의 광루과도를 나타내었다. 한

편，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팡투과도의 증가개시 온도가 서서

히 감소하여， 50 kGy 이상의 照射시료에서는 55°C부터 광루과도가 급격

히 중가하였으며， 잔분용액의 광루과도 또한 현척허 증가하여.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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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시료의 경우만 하더라도 95·C에서 약 2배 정도 광루과도의 증가 현

상울 나타내었다. 륙히. 50 kGy 이상에서논 90% 이상의 높은 광루과도

를 나타내였으며， 이러한 광투과도의 증가현상은 루명도가 높은 천분

film 체조시나 아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크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pH를 조절한 전분에 감마선 (50 kGy)을 조사하여 광루과도의 변화률

살펴본 결과J pH 2로 조절한 천분사료가 전 온도구간에서 가장 높은 광

루과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pH 9. pH 7. pH 5 순으로 (Fig.

8), 앞선 blue value 와 alkali number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pH 2로 조절한 전분시료악 감마선 조·사효과률 살펴본 결과

(Fig. 9), 가열옴도 95·C 까지는 감마션 조사션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

의 비례적으로 광루과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는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어 95°C 에서는 시료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Fig. 10은 온도에 따른 기존의 嚴處理 澈짧과 嚴化敵뼈의 광루과도

변화를 나타댄 것으로， 醒處理 願짧은 70 kGy 및 pH 2로 초절후 20 kGy

照射된 시료와 嚴化觀짧은 110 kGy 및 pH 2로 조절후 50 kGy 照射된 시

료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嚴性￡로의 pH 조절은 짧짧의 光￡훌

過度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照射編量율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임율

알 수 있었다.

(4) 불結合能力

짧뼈의 물결합농력은 벼조사군의 경우 78%의 수준율 나타내었으나，

30 kGy의 감마선 照射에 의해 그 값이 92.8%로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조사선량이 더욱 증가합에 따라 불결합능력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율 나

타내어 70 kGy 이상에서는 거의 82% 수준에 머물러 있읍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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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한면 pH률 조절한 전분에 감마선 (50 kGy)율 초사한 결과，

pH 5로 조절후 50 kGy 조사된 시료가 가장 높은 물결합능력율 나타내었

으며. pH 9로 조절후 50 kGy 초사된 시료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12). 또한 pH 2로 죠절한 전분시료의 감마선 초사효과를 살펴 본

결과. 30 kGy 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이후 부터는 셔서히 감

소하여 50 kGy에서는 약 82%와 물결합능력율 나타내었다 (Fig. 13).

이러한 결과로부터， 감마선 照射에 의한 짧짧分子構造의 變形운 어느

정도까지 전분의 물결합능력율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조사션량

에서는 분자구조의 부분적인 파괴로 오히려 물결합능력이 크게 저하됨율

알 수 있었다.

(5) 용해도 및 팽윤력

감마션 조사선량에 따른 전분의 용해도 측정 결과， 감마선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50 kGy 까지 용해도의 급격한 증가룰 나타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완만한 증가 현상올 나타내었다 (Fig. 14).

한연. pH를 조절한 전분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50 kGy). 용해도의 변

화를 살펴본 결과. pH 5 - pH 9로 조절한 후 50 kGy률 조사한 시료툴 간

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pH 2에서 50 kGy로 조사한 전분 사

료는 약 82%의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어 pH를 조절하지 않은 110 kGy 조

사시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Fig. 15). 또한 pH 2로 조절한

천분시료의 감마선 초사효과를 살펴보면. 감마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직션적으로 중가하여， 훌꼈性 條件下에서의 감마선 조사는

천분의 용해도를 더욱 향상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8). 이러

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된 alkali number에서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여，

천분 chain의 따괴가 용해도에 큰 영향율 미친다는 것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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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팽윤력에 있어서는 10 kGy 조사천분이 가장 놓은 수치를 나타

내었고， 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I 110 kGy의 경우 약 6% 정도로

낮은 수칙를 나타내었다 (Fig. 17 ). pH를 조절한 전분에 있어서도 천분

분자구조의 변형이 가장 적게 일어난 pH 5. 50 kGy 조사전분이 가장 높

은 팽윤력을 나타내었고 반면 I pH 2 및 pH 9로 조절하여 50 kGy 조사된

전분의 팽윤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Fig. 18).

또한 pH로 초절한 전분샤료의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팽윤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50 kGy 에서는 약 4.5%의 수치

를 나타내었다 (Fig. 19). 이러한 결파는 불결합눔력과 마찬가지로， 어

느 수준까지의 감마선 초사 (10 kGy)는 전분분자구초의 변형으로 전분의

팽윤력율 향상시킬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분자구조의 붕

괴로 오히려 팽윤력이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결과률과도 잘 일치하여32.33) ’ Radley는 욱수수전분에 고선량 (1000

kGy) 감마선율 초사할 경우 팽윤력이 완전히 상설되며， 잔물에 완전허

용해되어 유백광의 용액을 형성한다고 하였다34)

(6) Amylograph에 의한 爛化特性

Table 2는 감마선 초사선량 (0 - 30 kGy) 에 따른 전분 (10%) 의

amylograph 륙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의 물

리적 륙성이 크게 털라침율 알 수 있었다. 륙I peak 點度의 경우 1670

BU로 약 6배 정도 감소하였￡며， 95℃에서 30분 holding 후의 점도는

1050 BU에서 14 BU로 약 75배 150°C 에서의 점도는 1970 BU에셔 60BU로

약 33배. 50°C 에서 30분 holding 후의 점도는 3000 BU 에서 100 BU로

약 30배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Fig. 20)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alkali number 및 팽윤력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며. 감마선 조사가 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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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자구조를 따과하여 ¥l1性靈現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율 알 수 있

었다.

한편， 전분가공제품의 고농도 사입 가농성을 검토해 보기 워하여 메

욱수수와 찰옥수수의 뼈짧~7A훌度를 조절하여 amylograph 륙성을 살펴본

결과， 메옥수수의 경우 전분농도에 따라 다소 log peak 점도값이 증가하

였으나， 8% , 8.5%, 9%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log peak

점도값이 작선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1). 또한 그 밖의

amylograph 특성치도 전분의 농도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

율 나타내어 전분가공제품의 고농도 사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4, 5). 찰옥수수의 경우에도， 감마션 조사전분의 농도 의존성은 거의

없었으며， 6% , 6.5% , 7% 농도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log peak 점도값이 직선적￡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 22). 그 밖의

amylograph 륙성치에 있어서도 전분의 농도에 관계없어 약 20배 정도

크게 감소학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메옥수수의 경우보다 더욱 현저하였

다 (Tab Ie 6, 7, 8 ). 따라서 감마선 조사선량율 적절히 조절함￡로써

團짧의 뺑性을 져l어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천분

가공제품의 고농도 사입이 가능케 되었다.

나. 방사선 照射趣組의 D[)I適性 試驗

(1) 照射細뼈의 廳團廳 生塵시협

밤사선 조사에 의한 옥수수 전분의 廳生成시협에서는현재 짧짧廳 제

조에 사용되고 있는 Termamyl , Novo AMG 빛 Novo Promozyme율 사용하여

효소반웅시간에 따른 포도당의 수율 변화를 살펴 보았다. 액화효소인

Termamyl 첨가량을 60μl 로 고정시키고. Novo AMG 와 Novo Promozyme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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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각각 100μl썩 첩가한 사협구에서는 반응 10셔간까지 훌됩짧觀 l않짧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매우 완만한 증가룰 나타내었다.

한편， 방사선 조사전분 (30 kGy)과 버조사천분과의 사이에는 포도당 수

율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23). 반면I Novo AMG 빛

Novo Promozyme 율 각각 50μ1로 감소시켰율 경우， 감마선 조사효과가

뚜렷하여， 반웅 9시간에서는 방사선 조사전분 (30 kGy)이 10% 정도의

포도당 수율 증대효과를 나타내었고， 24시 간 후에도 4% 이상의 수옳증대

률 나타내었다 (Fig. 24). 따라서， 전분에 감마선율 조사사킴으로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효소량율 감소사킬 수 있으며， 閒量의 효소릅 사

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비조사전분에 비해 일정농도의 포도당 생성에 필

요한 시간율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red gram 전분에 감

마션 조사로 glucosyl 결합이 파괴되어 maltose의 수율이 크게 증가하

였다는 보고 내용과 유사하였다35.36)

(2) 工業用 變뾰觸빼의 代替品 開發

캄마선 조사에 의해 전분의 불성율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천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마선을 이용한 공업용 변성전분의 대체품 개발사협

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에서는 市股 욱수수 願짧에 직접 밤사선율 조사

하여 제.AI 및 섬유공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工業用 變性훌짧뼈 (醒

處理 및 醒化澈짧)의 製造工程율 改善하는데 그 몹적율 두었다.

먼저 amy10graph를 이용한 전분 (12%)의 DeI適性試廳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합에 따라 peak 點度의 경우 7000 BU (버조사전분)에서

760 BU (50 kGy). 72 BU (100 kGy). 60 BU (110 kGy)로 그 값이 100배

이상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Fig. 25 ), 95°C 30분 후의 점도 및 50 t: 30

분후의 점도도 60 kGy 까지 현저히 감소하였다 (Table 9). 한면 30°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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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점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10, 000 BU 이상 (비조사천분)에서 35 BU

(1 10 kGy)로 약 300배 정도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Fig. 25) , 30

t 30분푸의 F암웰結度도 거의 유사한 경향응로 80 kGy까지 현저히 감소

하였다 (Table 9). 이와 같은 결과는 감마선 조사 (1 00 kGy) 에 의해 쌀

보리전분의 viscoamylogram 성질이 거의 없어졌다는 Bhatty 와

Macgregor의 연구와 잘 일치하였다37) 한편， 현재 시판충이 嚴處理 輝짧

(204이과 감마선 照射짧짧의 뺑理的 特性을 비교 검토한 결과. 30 kGy

의 감마션 조사전분이 산처리전분과 거의 일*1하는 성질율 나타내어 감

마선율 이용하여 산처리전분의 대체품율 개발할 수 있었다. 顧化뼈훌짧의

代替品 開發에 있어서도 100 kGy의 감마션 조사전분아 기존 산화전분의

대체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률 위해 고선량의 감마선이 요구되어야

하는 短點이 있다.이와 같은 단첩율 해결/보완하기 위하여 천분의 수

분함량율 조절하여 감마선율 조사해 본 결과 (50 kGy ), 수분함량이 감소

할수록 감마선 초사효과가 뚜렷하여， 수분함량 2.4%인 전분에 50 kGy를

조사한 시료가 가장 낮은 peak 점도 빛 냉각점도률 나타내었다 (Table

10 ). 그러나， 이러한 수분함량의 조절은 소요 감마선 초사선량율 저하시

키는데는 큰 효과가 없음율 알 수 있었다. 한편， 천분의 수소이온농도

(pH)를 조절하여 갑마선을 초사해 본 결과 (50 kGy ), 中性근처에서 보

다는 醒性 또는 알칼리性 조건으로 갈수록 산화전분에 가까운 성질율 나

타냈으며， 륙히 pH 2로 조절한 전분에 50 kGy의 감마선율 조사한 시료는

기존의 산화전분보다 더 뛰어난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1). 따라

서， 수소이온농도의 조절은 전분호화액의 peak 점도 및 30t 30분후의

냉각점도에 큰 영향을 마치며 (Fig.26 ), 이와 같은 변화는 산화전분 대

체품 깨벌에 필요한 要求繼量율 반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 제품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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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에 큰 잇점을 주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工業

用 變性願뼈의 흩홍業的 實證뻐f究률 위해 삼양그룹(珠) 선일연구소와 짧閒

뭘究를 수행하고 있다.

2. 有用微生陽 固定化에 의 한 *色色素 生흩 最適條件 確立

가.천연척색색소의 Batch scale 규모 생산시협

유용 유기체로는 천연적색 색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류인 Monascss

anka를 선발하여 최적 배양조건 시험을 수행한 결과38， 39) ’ 생육 영양

원은 변형 Lin's media (쌀가루 3%)에 4이 첼라턴 1%를 첨가한 것이

기존의 쌀가루만을 사용한것 보다 3배 이상의 적색색소 생산수율 증

대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27)"

젤라틴의 최척 첨가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젤라틴의 첨가시기

를 탈리하여 법쌀배지에서의 색소 생산량율 알펴본 결과， 배양 4얼

째 젤라틴을 첨가한 시협구가 최대의 색소 생산성을 나타내였으며，

그 이후의 시험구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Fig.28).

한편 참쌀배지를 사용하였을때의 첼라틴 참가시기에 따른 썩소 생

산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양 4일째 젤라틴을 첨가한 시혐구가 최대

의 색소 생산성율 나타내었고， 생성된 색소량도 법쌀배지와 거의 유‘

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Fi g. 29). 따라서 배양충 첨가된 첼라틴은

균사 펠렛의 불리척인 확산에 영향을 주어 산소 전틸율율 증가시킴

으로써41) 색소 생산성율 크께 향상시키며， 첨가시기는 배양 4일째가

가장 효과적임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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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천연적색색소의 연속배양 생산시험

형성된 펠렛42.43)을 사용한 반연숙식 Batch scale 색소생산 시험에

서 최적 생육 영양원으로 형성된 곰팡이 pellet운 색소생산율 위해

10회 이상 반북 사용하여도 변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연속배양이

가능하였다. 또한 연속배양 탄소원으로 쌀가루. glucose 및 sucrose

를 사용하여 총색소량과 적색색소량을 측정해본 결과44-46)’ 쌀가루가

가장 낮은 색소 생산량을 보였으며， sucrose를 사용해 연숙배양한

시혐군이 가장 높은 색소 생산량올 나타내었다 (Fig. 30). 이는 연

속배양 탄소원으로는 쌀가루 보다 sucrose가 더욱 효과적임율 나타

내는 결과로서， 젤라틴 첨가시 형성된 곰팡이 pellet과 sucrose의

이용은 천연 척색색소의 대량생산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47-48)

3. 天然生理活性物質의 抽버짧 增大 및 衛生的 長期 安全뺨藏

가. 漢方藥材의 衛生的 長期 安全밥藏

製藥底料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유통 훌方藥材는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이룰 수입한방약재는 국내의 法的 細훌f펀훨基혹협障 超

過 및 重뾰屬 過多檢出 衛生化률 위한 化學藥品處理 풍 園民保健 ~元

에서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원료자체의 저장/유통중 오

염유기체의 생육에 의한 품질열화로 제약원료로 사용하기 훼해 추출된

엑스분의 낮은 미생물학척 품질안전성율 가져오고 가공공정상에 문제를

야기서킨다. 따라서 식품의 위생화와 물성개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감

마선 照射技法율 이용하여 이들 한방약재에 오염된 유기체의 위생적 구

혜는 물론 오염유기체 題除編量에서의 이툴 유효성분의 추출울을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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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최종가공제품의 안전생산을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Table 12는 부자를 포함한 20여종의 수입한방약재에 대한 微生빼 현

훨度와 감마선 照射애 따른 이들의 殺園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미

생물 오염도는 好氣性全細園아 모든사료에서 102-105 CFU/g 범위， 醒母

및 곰팡이가 영지， 홍삼세미를 비롯한 9종에서 102-103 CFU/g 범위，*

R옳圍群이 울금과 홍삼세미에서 102-104 CFU/g 법위로 오염되어 있었으

며， 전반적으로 미생불오염도가 낮았는데 이는 본 실험전 이미 화학약품

쳐리로서 어느정도 살균/살충처리가 행학여진 것으로 보인다. 감마선

照射에 의한 이들 현業 微生勳의 殺園效果률 보면 울금과 홍삼세띠를 제

외한 19종의 한방약재는 5 kGy 선량조사로서 모든 며생물이 완천사멸되

었으며， 울금과 홍삼세미는 10 kGy 선량조사로서 檢出限界 l파下로 死홈

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된 이률 한방약재는 실온에서 6개월

져장후에도 모든 미생불의 생육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툴 훌훌方藥材에

대한 감마선 JKt射는 저장유롱중 오염유기체의 생육에 의한 품질열화의

방지와 최종 가공제품의 微生勳學的 品質 安全性율 가격올 수 있고， 또

한 식품위생상 크게 문제시되는 化學藥品處理의 代替方法으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有效成分의 抽버寧 增大

非照射 및 감마선 照射 (1 0 kGy : 오염유기체의 완전 題除繼量)

된 각 시료를 95土 I "C 수조에서 2시간동안 중류수로 유효성분을 추출

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부자， 삼능， 황기가 비초사군에 비해

약 30% 정도의 抽出奉 增大效果를 보였고， 초오， 당귀 , 삼철근. 빽

봉령， 항금야 약 20% 정도. 작약 퉁 8종이 약 5-10% 정도 추출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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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효과률 나타내었고， 영지， 은행잎， 건지황은 물추출에서 엑스분의

수율 중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조사 및 10 kGy 조사판 각 사료의 70% 에탄올 추출율에 있어서

는 물추출에서 눔운 수율을 보인 삼능， 당뀌， 횡금， 작약， 천궁， 봉

출이 약 10-15% 정도， 선학초， 은행잎， 울급， 홍삼세미， 건지황， 마

황이 약 5-10% 정도의 抽버짧 增大를 나타내었다 (Table 14).

10 kGy 조사된 각 시료의 有效成分 總 收짧 (물추출물 + 70% 에

탄올 추출물)에 있어서 비조사군에 비해 10% 이상 추출율이 증가된

사료가 삼능， 부자， 초오， 당궈， 항기， 봉출， 삼철근， 작약， 활금，

천궁이며， 5% 정도 추출율이 증가된 것이 선학초， 홍삼세미， 현삼，

백봉령， 건~l 황， 백출 동￡로 총 21종의 사료에서 16종이 5-10% 정

도 有敎成分 抽出짧 增大效果를 나타내었다 (Table 15). 이러한 결

과는 방사선 照射가 乾爆食品의 ~↑生을 改善시키는 작용 즙， 高編量

照射로 원료중의 배당혜를 개열사켜 可港性 짧質의 抽버율 (JE進시키

고 그 數量을 向上시킬 수 있다는 보고 49 ， S이와 일치하며. 따라서， 천

연생리활성물질에 10 kGy 범위의 감마션 조사는 이틀의 추출율율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추출시간 단축효과와 원료자채의 저장/유통중

오염유기채의 생육에 의한 품질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食品

衛生上 크게 問題시되는 化學藥品處理의 代替方法으로서도 활용될

것이다. 착기 년도에는 당해 년도의 감마선 照射에 의한 天然生理

活뾰動質의 抽버寧 增大結果에 따른 이룰 有效成分의 生理效能試驗

을 수행하고， 아울러 제 2단계 연구로 權能性 食品 (노화 및 발암억

제 식품(면역중진식품)， 방사선 방호식품)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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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照射食品의 安全뾰 훌F價

가. 감마선 照射 紅훌짧末의 遺傳毒性學的 安全性 훌F價

遺傳毒性을 검사하는 유전독성시험법은 한가지 시혐법에서 얻어진 결

과만으로 유전톡성을 명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될수있는대로 지표가 다른

많은 시험계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종합적으로 명가되어야 한다. 變異

厭性은 유전자의 기본구조인 DNA에 장해가 생김으로서， DNA의 염기배

열야 변화하여 유천자톨연변이 또는 염색체이상동을 초래함으로서 정상

과는 다른 생물 (세포)율 야기시키는 성질율 말한다. 이로인해 변이원성

시험은 미생물풍을 사용해 DNA에 대한 손상을 조사하는 시험에서 실협

동물율 사용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시험까지 매우 다양

하다.

變異底性試驗은 기본적으로 3가지 죽 1) 遺傳子 g용然흉異， 2) 훨色體

異常， 3) DNA 휩覆을 指標로하는 試廳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들 시협

계에서는 각각 미생물에서 고동포유류까지 다양한 생물종을 사용하고 있

으며， 이로인해 시험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유전독성시협기

준에 있어서는， HEeD (경제협력개밸기구)의 유전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2개의 지표 즉，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이상을

채택하고 있다. 천자에는 주로 세균을 이용하는 시험， 후자에는 포유동불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생체의 염색채이상시험이 일반적이다. 각국 또는

각 기관이 제창하는 검색계에는 아직 공통적인 공식은 찾율 수 없다. 단

현재의 단계에서는 유전독성시험을 실시할 때에 Ames 풍낌)이 개발한

S. typhimurium TA se디es 균주를 사용하여 대사활성화 작용을 병용한

‘Salmonella 북귀톨연변이시험과 m VLVO 또는 in vitro 염색혜이상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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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되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51,52)

前者의 시혐법은 遺傳子 突然變異를 指標로하는 대표적 시험인

Ames 시 험으로서 Salmonella typhimurium을 사용하고 있다. 이 균

(wild type: 야생형)응 아미노산인 histidine을 합성할 수 있으나， 이것율

합성할 수 없는 롤연변이주는 배지에 histidine이 존재하지 않율시에는

생육할 수 없다. 이 균주를 변이원성 물질로 쳐리하면 다시 몰연변이가

발생하여 원래의 균주와갈이 histidine이 없을때에도 생육할 수 있게 되

는데， 이것을 복귀돌연변이라고 한다. Ames는 이러한 돌연변이룰 검출

하기위하여 TA1535. TA1537. TA9S. TAIOO. TAI02 풍의 균주를 개발

하였으며， 이로인해 이들 균주릎 사용한 시험을 Ames 시혐아라고 부른

다. 앞의 균주를 화학물질과 흔합해， 한천배지가 든 petri dish에 부어，

일정시간 배양한다. 화학불질에 변이원성이 었으면 톨연변이를 일으킨

균이 중식해 다수의 colony를 반든다. 화학물질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도 자연돌연변이에 의해 colony7t 출현하므로 이틀수보다 보통 2배이상

의 colony가 출현한 경우에 이 화학물질에 변이원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변이원성 불질에는 직접 DNA에 작용해 변이원성을 나타내는것도 있으

나， 어딴 종류의 변이원성 물질은 대사효소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환한

푸 (죽， 대사활성화를 받은후) DNA에 작용하여 변이원성을 나타내는 것

이 있다. 일반적￡로 미생물에는 이러한 대사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효소가 풍부한 포유류의 간장， 주로 rat 간장의 homogenate

(균질액. S9)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반응을 보조하는 물질율 가해 반

웅액 (S9 mix)을 만틀어， 이것과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대사활

성화법).

後者의 훨色體異常試驗은 세포를 변이원성 물질로 처리하면 염색체의

일부가 절단되어 그 결과 단편아 생기게 된다. 또한 절단이 잘못 수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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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환형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틀은 염색혜형의 변화로서 구조이상

이라고 불려전다. 어펀 종류의 변이원성 불철은 염색체수의 변화 (슷척

이상)율 초래하는 것도 있어 염색체의 수가 늘기도하고 감소하기도 하

며， 어떤 경우에는 전체의 수가 2배， 3배…로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염색체의 구초이상， 숫적이상을 검출하는 것이 염색체이상시험이다. 사용

되는 대표적 인 세포로는 Chinese hamster 유래의 세포주 (CHL, CHO,

V79 퉁)와 사람의 말초 림파구퉁이 있다.

CHL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 세포를 사용하는 시험법의

개요는 다읍과 같다. 세포가 무성하게 중식하고 있는 petri dish에， 용매

에 용해시킨 화합물을 첨가해 24 또는 48 시간 연숙처리해， 바로 염색체

표본을 제작한다. 미생물을 사용하는 유전자 롤연변이 시험에서 사용한

59 mix 에는 세포톡성이 있으므로 처랴시간은 6시간오로해， 그 후 새로

운 배양액에서 18시간 배양한 다음， 염색체 표본을 만든다. 이틀 표본율

현미경으로 관찰해 염색체이상의 종류와 출현빈도를 기룩한다. 염색체이

상은 구조이상과 숫적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집계해야하며， 출현빈도가

10% 이상의 경우에 이 화학물질에 염색체이상 유발성이 있다고 판정한

다.

(1). Salmonella typhimurium 復歸突然變異 檢證

S.typhimurium을 이용한 북뀌변이시험은 Ames 동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그 신솜성， 간편성으로 인하여 in vitro에서의 突然變異物質 檢索

홉으로 현재 가장 덜리 이용되고 있는 시협법이다. 본 시협법에서는 대

사활성계를 이용하지않는 경우 직접법 (standard plate incorporation

test)율， 대사활성계를 이용하는 경우 시혐용균주를 시험물질의 용액에

노출사켜 37°C에서 일정시간 incubation한 후 변이원성 검색용 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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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g하는 preincubation법을 사용하였다.

시협용 균주로는 시험물질의 균주 륙이적 변이유기에 의한 검출미스

의 가농성율 배제하기 위하여 의약품동의 유전톡성검색의 목적으로 벌리

이용되고있는 TAgS, TAlOO, TAl02 의 3개 균주를 선택하였다. 일반적

으로 단일성분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S. typhimurium 북귀톨연변이

시험에 있어서는 5 mg 또는 10 mg/plate의 농도를 최고용량으로 하는것

이 보편척이나， 본 시험에 있어서는 대상물질이 천연생약재임을 고려하

여 0.3 - 30 mg / plate 범위의 농도률 사용하였다.

Table 16, 17 및 18은 캅마선 JWt射 훌E훌짧末로 부터 추출펀 extract

를 첨가하였율때 5. typhimurium TAgS, TAlOO 및 TAl02에 대한 읍성

대조군의 북궈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TAgS의 경우 (Table 32)

읍성대조군의 북쉬변이 집락수는 30개로 문헌치의 30-507H 범위이내였

고밍) 홍삼 extract첨가량의 증가와 함께 다소 집락수가 증가되 었읍율 보

여 최대 첨가량인 30 mg/plate에서는 36-43개 범위였다. 이러한 고용량

첨가군에서 북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는 홍삼 extract에 유리아미노산인

histidine의 존재가 중식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면 비조사군

및 감마선조사군의 선량에 따른 북쉬변이의 영향은 모든 시험군에서 전

용량단계에 걸쳐 음성대조군과 거의 통일한 북귀변어 집략수를 나타내었

다.

59 mix률 이용한 代謝폼性試驗에 있어서도 59 mix률 적용하지 않은

직접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협에서 陽性對照{t，슴物은 59

ffi1X를 첨가한 대사활성화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각의 시혐용 균주에 대

하여 북귀변이 집락수를 현저히 증가시켜 본 실협이 적합하게 행하여 졌

음율 알 수 있었다.

S.typhimurium TAIOO 과 TAI02 의 경우에도 대사활성법율 척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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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나 적용한 것 모두 앞에서 언급된 TA98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Table 17, 18) 홍정)의 방사선 조사 백삽분말의 In vitro 유천

독성시혐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롤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북궈변이 집략수의 2

배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51) 본 실혐의 감마션조사 홍삼분말은

대사활성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나 적용한 경우에도 전 시험용 균주에

서 복귀변이 집략수의 증가를 인정혈 수 없어 감마선 照射 훌E養짧末이

본 실험조건하에서 直接 變異原으로서 뿐만아나 라 間接 훌훌異團흐로서도

작용치 않았읍을 나타내었다.

(2). 爛￥L類 培養細뼈를 이용한 혔色體異常 檢證

변이원성 사혐의 다른 하나의 방법인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여 감

마선 조사된 홍삼분말의 염색체이상 시협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5, 36

과 같다. 여기서 우선 결과는 다읍과 같이 판정하였다. 즙， 한 시험농도

당 1007H의 세포분열 충기상을 현미경하에서 판독하여 염색혜이상 유무

를 관찰하였다.

염색혜이상은 크게 構造異常 (structural abeπa디on)과 數的異常

. (numerical aberration)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대상은 다읍과 같

았다. 먼져 구초이상은 염색체 및 염색분체형 gap (ctg) , 염색분혜절단

(ctb), 염색분체교환 (cte) , 염색체 절편 (frg) , 염색체 절단 (csb), 염색체

교환 (dicentric, ring 둥 : cse)이 있고， 숫적이상은 배수체 (p이yploidy)

가 있다.

以上의 종류를 l개 以上 갖는 세포를 양성세포 1개로 계수하고 그 종

류는 각각 기록한다. CHL세포의 경우 통상 음성대조군에서 염색체이상

을 가진 세포의 출현율은 3%를 초과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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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즉 이상세포의 명균 출현율

5% 미만 때는 음성 (-)으로 판정하고， 5% 이상 10% 미만일때는 악양

성 (+)흐로， 10% 이상 20% 미만일때는 양성 (+)으로， 20% 이상 50%

미만일때는 양성 (++)으로 50% 이상일때는 양성 (+++)..Q..로 최종판정한

다.

이를 기초로 Table 19. 20은 감마산 照射 훌E훌짧末로 부터 추출된

extract를 CHL cell에 첨가하였을때 나타나는 짧色體異常 試驗율 조사한

결과이다. 대사활성 부재 및 존채하에서의 음성대조군에서 1-3% 이하의

훨色體異常 빈도를 보였고， 모든 시혐농도에서도 1-3%의 염색체이상 반

도를 나타내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볼 때 異常細8힘의 명균 출현율이 5% 미만이었으

므로 CHL 세포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 홍삼분말이 본 실협조건하에서

直接 變異原으로 뿐만아니라 間接 變異鳳으로서도 작용하지 않았음율 나

타내었다.

나. 放射繼 照射食品 健全性 許可取得

放射繼 照射食品 健全性 許可取得에서 ‘95. 5. 19일 자로 본 연구팀에

서 수행된 연구결과 빛 국제기관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保健福祖部로

부터 6개 식품 품목군 즉lA흉(紅흉 포함)製品 (7 kGy 이하)， 乾操香辛料

빛 이틀 調製品 (10 kGy 아하) , 加工食品製造鳳料用 乾操3훌훌홈類 (7 kGy

이하)， 醒母 / 解素食品 (7 kGy 이하) , 알로에 ~末 (7 kGy 이하) 및 2~

殺園이 필요한 愚者食 (10 kGy 이하)에 대한 放射編 照射 許可를 取得

(保健福패t部 食品의 基揮 및 規格중 改正告示 第 1995 - 34 號， 1995. 5.

19)하였다. 이미 2 차례 (‘87, ‘91 년)에 걸쳐 許可된 食品品目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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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허용된 방사선 초사품목틀은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율 제외하

고 모두 1차 훌훌物 및 乾操 農水흩빼로서 주로 食品加工의 홉U團料로 사용

되는 것툴율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매우 안전한 식품군

률로 화학약품쳐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살균， 살충처리가 불가농

한 품목틀로서， 식품위생， 가공， 져장， 약학동 전문가 (대학 및 연구기관〉

27명오로 구성된 食品衛生審훌훌훌員會의 공정한 검토를 거쳐 허가되었으

며， 기존의 살균， 살충채동 화학적 처리 방법보다 훨씬 안전하다는데 의

견율 같이하였다.

따라서 이틀 품목의 放射繼 照射 許可는 현재 이틀에 사용되고 있는

化學藥品 (훈증제)處理의 殘留毒性， 有뽑物質 生成에 따른 훌훌醒性， 環境

公뽑 동의 많운 問題點율 解않할 수 있는 代替方案으로서 뿐만 아나라

園內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輪入農塵빼의 農藥 빛 化學藥品에 대한 問題

點율 解決하여 앞4로 國民保健 向上에 이바지하는 바가 콜 것으로 기대

된다.

食品照射의 質用化는 현재 世界 37개국에서 2백여종 이상의 품몹에

방사선 조샤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韓國의 경우에는 이번 허가품북

율 포함하여 총 18개품목군에 국한되어 있고， 야는 외국 선진국의 절반

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향신료， 건초효소， 돼지고기，

신선카생동가금육 등 54개 품묵， 영국은 향선료， 양념류， 과채류， 가금육

둥 51개 품북， 프랑스는 향신료， 곡류 및 후레이크， 신선 및 건조과채류

동 38품몹 ) 앞으로 OR 및 WTO 체제출범에 따른 국제교역에서 식량에

대한 방사선 이용이 더욱 중가될 천망에 었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번

정부의 放射續 照射食品에 대한 許可品目의 鍵大는 매우 합당한 결정으

로 생각된다.

일부 消費者나 市民團體틀음 감마선이 일종의 방사선이라는 사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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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照射食

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들이 제기한 의문점률율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照射食品의 安全뾰 問題로，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과거 40년간

퍼EA， FAa, WHO, FDA 동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최

근 국제연구기관 빛 대학연구팀의 재명가에서도 영양학적， 미생물학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발암성이나 기타 돌연변이 유발， 기형둥 유전 톡성

학적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7-12) 또한 국내의 경

우에도 조사식품에 대한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까지 20여년

간 수행되고 있으며， 륙히 한국 특산품인 A훌훌製品에 대한 감마선 조사

의 연구에 있어서는 4개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대학교 천연

불과학연구소，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아 공풍으로 5

년간에 걸친 영양학적， 미생물학적， 약리효농 및 유전독성학적 건전성 시

험을 수행하여 감마선 照射A훌의 安全性을 입증하였다. 또한 한국인삼

공업협회는 종래 사용되어오던 에틸렌옥시드 훈증제가 벌암성동을 초래

하는 유해성분의 잔류 및 생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셔 사용

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방법으로 放射繼 照射가 가장 優秀한 衛生化 方홉

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삼공업협회는 인삼제품의 주요 수입국인 일

본과 대만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가 문제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

으나， 감마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인삼제품류는 대부분이 완제품이 아넌

가공원료로서， “완제품에 대한 25%이하의 방사선 조사원료 첨가시에는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국제 뭔고에 따라 문제가 없

율 것으로 사료된다.

한면 국내 현행 食品衛生홉중 放射線 照射食品에 대한 標示훌훨은

- 照射처리업소명， 소재지， 영업허가변호 및 초사선원 표시

- 照射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22 포얀트 이상 활자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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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照射년월일 표시 (10.5 포인트 이상)

- 照射처리도안 표시 (직경 5 Cm 이상)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된 가공원료로서 완제품을 제조하였을때 조사된 가공

원료의 첨가 벼율에 따른 照射表示 有無의 法的根據가 없으므로 이에 대

한 食品衛生法에서의 명확한 근거가 요구된다.

둘째， 食品의 放射繼 照射가 消費者에게 주는 利益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일부 소바자단체들은 식품조사가 주요 식량수출국가 및 국제식

량무역상들에게만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식

품의 방사선 조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WHO,

FAO 및 UN환경위원회에서는 건조식품의 살충 살균율 위해 사용되는

농약 및 화학훈증제가 발암성동 안전성과 환경공해의 문제로 이틀의 사

용율 금지하고 있으며， 그 대체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사선 조사를 권

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5.6) 따라서 乾操食品에 대한 감마선 照射는 園內

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輪入農塵勳의 農藥 빛 化學藥品에 대한 問題點율

解決하여 國民保健 向上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품목으로는 향선료 및 건조식품류

로 이들 국가의 국제교역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라

기 보다는 오히려 수입국으로서 조사된 향신료 및 건조식품율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식품의 방사

션 조사는 원료식품 특히 동불성 식품에 광법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병

원성 유기체를 사멸시켜 자국민에게 공종보건상 가장 중요한 이익울 가

져다 주는 방법￡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消費者 및 農民團體의 걱정은 모든 輸入農훌흩짧틀이 放射繼이

照射되어 園內에 流入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수출입에는 무엇보다

도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로 방사선 조사는 주로 고부가가치성 식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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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이용되고 있으며， 곡류 (주식포합)동의 농산물 대부분은 처리비용

이 낮은 農藥 및 化學的 傳薰處理가 行하여 지고 있다.

셋째， 醫養學的 뻐面에서 비타민의 손실， 단백질 및 지방질의 변화률

우려하고 있으나， 감마선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거의 무시될 수 있으며，

비타빈의 경우 일부 비타민의 손실은 인정되나 기타 다른 식품보존법

(가열살균 동)에서 초래되는 비타민 손실보다 오히려 낮다. 단백질 및 지

방질을 포함한 영양소의 변화에 있어서도 감마선 조사는 국제적으로 안

전성이 인정된 선량 00 kGy이하) 이상의 높은 선량에서도 타 가공보존

방법 보다 변화가 더 적다.

넷째， 日本의 경우 감자 한 품목만이 현재 방사선 照射가 許可되어

년간 수만몬 이상이 감마선처리 되어 감자칩율 포합한 모든 가공식품의

완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된 감착의 일본내 소비량은 한국에서 방사

선 조사되는 식품의 총 처리뿔량 보다 더 많다. 일본에서 감자 한 품북

만이 허가된 것은 세계 2차대전시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국민틀의 反核 情縮에서 기인된 것으로 현채 日本 原生省에서는 향신료

를 비롯한 건조식품류의 밤사선 조사에 대한 건전성 시험이 완료되어 허

가를 검토중에 있다. 일부 사람틀은 감자와 같은 발아식품에 갑마선율

초사하면 석물체의 세포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나， 적정선량의 방사선율

쪼이면 세포를 죽여 식물혜를 썩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육 저해로

식물혜의 호흡/증산작용과 발아가 억제되어 단경기까지 신선하케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냉장， 동결점 저장 퉁과 같은 陽理的 處理方法이다.

다섯째， 放射繼 照射된 食品을 國內에서 輪入했율 때 이에 대한 檢知

(판별)홉이 없으며，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再 放射繼 照射가 行하여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있어서논， 방사선 초사된 식품은 국제적으로 Codex

Standard에 합치된 表示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령 표시없이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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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전에 대상 식품에 대한 생물학적 시험이

선행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 및 살균 살충 처리된 것을 판별할 수 있

어서 再 照射의 危險은 없다.

또한， 照射된 食品의 檢知方法￡로는 ESR방법， llherr.nolur.nil1escence

방법， 불리화학적， 생불학적 및 면역학적 방법둥 현재 국제적￡로 연구가

수행중에 있고 일부 방법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률

일부 방법애 대한 연구가 수행중에 있다댐)

따라서， 국제적￡로 照射食品의 健全性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사업의

결과， 조사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적 적합성을 재확인 하면셔 식품의 제

조관리수칙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인간의 건강율 해롭게 하는 어

떠한 성분변화나 이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며， 소벼자들에게 미생물학적

위협성율 중가시키지 않는다는 국제적 재평가가 정돈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비자 단체 동에서는 지금도 식품공정에서 방사선 조사 기술의 도입

율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反對는 科學的 事

훌훌보다는 固定觀;念에 더 많이 근겨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예졸 보면，

새로운 공중위생관련 권고사항은 곧바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단순한 걱정이나 무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牛￥L의 殺園技術”도 이와 같은 좋은 예로서， 륙 우유의 져옴살

균기술여 100년전 처음 북미， 유럽 및 세계여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많

은 우유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수의 과학자들 까지도 위생학적， 영양

학적， 경제적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유의 살균기술은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향상 기술로서 전세계적￡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

한 소비자툴도 이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1804년에 롱초럼

기술이 발명된 이후 본격적인 설용화가 이루어 지는데 약 l세기 이상이

소요된 것도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반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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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 예전에 우유의 살균과 통조립 기술을 반대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던 반대이유가 채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소비자툴의 잘못만은 아니다. 즉 食品照射의 흩훌業的 成功與否는 결국 消

費者의 수용성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식품가공방법과

그 제품은 소버자틀에게 효과적인 매체에 의해 잘 알려지고 충분한 이해

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국에서 나름대로의 방안율 준비하

여 소비자에게 수용성을 넓혀가고 있으나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이며， 관

련 국제기관에서는 소비자 수용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혀 나가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다같이 활용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방안과 제도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벤 國內의 放射繼 照射食品의 品目 據大률 계기로， 農藥과

化學藥品으로 폼혔된 國.內外의 農水畵塵陽을 받아들이기보다는 園際的

￡로 安全性이 認定되어 塵業化를 권장하고 있는 照射食品율 選擇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이제 消費者툴이 스스로 바르

게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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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필 역훨



저I 3 잠 결론 및 건의사향

食品塵業의 高度化와 國際化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의 가공식

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원료의 안정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적

저l초공정， 안천한 저장 유홍기술 둥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가공/저장

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 되어온 온열처리， 냉장， 화학약품쳐리 풍은 처

리효과， 비용， 안전성 동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

차 제한율 받게 되고， 륙히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명의 예방과 식품의 위

생적 생산기반 확럽이 산업계로 부터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안전성과 실용성이 공인된 食品照射 技術의 利用훌盤 據大와 食品

훌業에서 問題核心分野의 代替技術의 開發을 위한 휩f究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욱수수 鍵짧製造/加l 工程改善 및 利用性 增大方案

식품공업 및 그밖의 섬유， 저l 지 동에 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욱수수 전분은 전분 추출공정 및 가공전분 생산상의 많은 문제점

(環境基揮勳質인 아황산 용액의 高農度 使用 및 高溫에서 長時間 f훌

훌플I程， 낮은 輝짧收寧.I業用 흉흉性輝짧 生흩훌시 塵業魔水의 大量

發生 둥)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율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감마선 照射技法이 이용되었다. 1 차 및 2차 년도의 감마선 照射

에 의한 욱수수의 저장 안전성 확인과 옥수수의 전분제조 공정개선

연구결과 (옥수수에 2.5-10 kGy 범위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추출을

위한 침지 시간율 기존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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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경기준 물질인 육수수 침지액의 아황산 용액의 농도도 기존

0.8- 1. 2%에서 0.2%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욱수수 전분

추출율에 있어서도 메옥수수와 찰옥수수 모두 비초사군에 비해

10-30% 이상의 추출율 증대효과를 나타내었다)와 연계하여， 감마선

照射睡組의 뺑理化學的 特性試훌용을 수행하고 이률 바탕으로 감마선

照射輝짧의 加I適性 檢렴률 위한 廳 훌혔훌훌 生훌홍試驗과 I業用 훌훌性團짧

(嚴處理趣짧， 嚴化짧짧)악 代替品율 開發하여 감마선 照射훌훌짧의 利用性

增大方案율 마련코자 하였다.

감마선 照射睡짧의 ￥b理化學的 特性試驗에서 blue value는 감바선 초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했으며， alkali number와 광루

과도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mylograph를 사용한

rheology륙성시험에서 감마선 초사로 전분 호화액(lOx)의 peak점도는

1 ， 670B.U.(비조사전분) 에서 1.000 B.U. (10 kGy) 와 575 B. U. (20 kGy)

로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I 50 "C 30분 후의 냉각점도도

3, 000 B. U. (비조사전분) 에서 750 B. U. (10 kGy) 와 250 B.U. (20 kGy)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식품가공에서 전분의 고농도 사입이 가능케 되었

r}.

放射繼 照射짧짧의 찌l1I適性 試驗￡로， 먼저 방사선 조사원 욱수수천

분의 續 生成試驗에서 효소반웅시 간에 따른 포도당의 수율 변화를 살펴

본 결과. Novo AMG와 Novo Promozyme 을 각각 100μ￠썩 첨가한 시험구에

서는 방사선 조샤천분 (30 kGy) 과 비조사 전분과의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효소량을 50 따로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감마션

조사 효과가 뚜렸하여 반웅시간 9시간에서는 10" 정도의 포도당 수율 증

대 효과룰 나타내었고， 24시간 후에도 4" 이상의 수율 증대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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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분에 감마선을 조사시킴으로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효

소량율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량의 효소를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비

조사 전분에 비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시간율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

다.

방사선을 이용한 I業用 흉흉性廳짧의 代替品 關훌훌試驗에서는 시판 욱

수수 전분에 직접 방사선을 照射하여 제지 빛 섬유공업에서 폭넓게 사용

되고 있는 공업용 변성전분 (산처리 전분 및 산화천분)의 제조공정율 개

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Arnylograph률 이용한 가공척성 시험에서

전분호화액 (127') 의 peak 점도의 경우， 3500 B. U. (비조사 전분)에서

30 B. U. (110 kGy) 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100배

이상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95°C 30분 후의 점도 및 50 "C 30분 후의 점

도도 60 kGy 까지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편 30°C 30분 후의 냉각점도 변

화는 peal< 점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80 l<Gy까지 현저히 감소

하였다. 현재 시판중인 산처리전분 2040과 본 연구의 감마션 조사전분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30 l<Gy의 감마선 조사전분이 거의 일

치하는 성질율 나타내어 감마선을 이용하여 醒處理짧짧의 代替品율 개발

혈 수 있었다.

醒化願빼의 代替品 關發에 있어서도 100 l<Gy의 감마선 照射團짧이 기

존 산화전분의 대체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전분의 수소이옹농도

(pH) 를 조절하면 소요 감마선 조사선량을 크게 져하시켜 경제성이 되어

난 화천분의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업용 변성전분의 산업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삼양사(주) 선일연구소와

협동으로 현재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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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放射繼 利用 生陽工程 改善法 開發

有用 微生勳의 固定{~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 빛 화장품 동에 사용

되는 훌色料의 대부분이 인공 (합성)착색료로서 수입에 의존하며.

륙허 발암성 동 공중보건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그 사용이 긍지

및 천연물질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물질의 생산량의 제한으

로 홉價이며 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용 미생물에 고정화 기법을 이용하여 천연물질 (색소)을 낮은 생

산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2차 년도 실험결과

유용 유기체로는 천연 적색색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류인 Monascus

anka툴 선벌하여 최적 배양조건 시혐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육영양원은 변형 Li n ’ 5 media (쌀가루 3 %)가 가장 적합하였￡며，

25 ·C. pH 6, 170 rpm 에서 8일간의 배양시간이 최적 배양조건임율

알 수 있었다‘ 생육영양원 시험에서 쌀가루에 젤라틴 (l %)율 첨가

한 것이 기존의 쌀가루만율 사용한 것보다 3배 이상의 *色色棄 生

塵l많 E협 增大效果를 가져왔￡며. 규조토의 첨가도 색소생산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슴으로 산업화를 위해 Batch scale 규모의 연숙배양의

최적초건을 확럽토록 하였다

天然i/fi色，色素 生塵을 위한 連續培養시 젤라틴의 첨가시기는 랩쌀배지

와 참쌀배지 모두 배양 4일째 젤라틴을 첨가한 시험구가 최대의 색소생

산성율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의 시험구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률 나

타내었다. 따라서 지지체인 젤라턴을 첨가할 경우 배양 4일해가 가장 적

정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숙배양 생산시험에서， 배양충 생육영

양원으로 형성된 곰팡이 pe끄et은 색소생산을 위해 10회 이상 반북 사용

하여도 변형되거나 부스러지지 않아 연숙배양이 가농하였고， 연속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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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원으로는 쌀가루보다 sucrose가 매우 효과적으로 총색소량과 적색

색소량 모두 sucrose를 사용한 시협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젤라틴 첨가시 형성된 곰팡이 pellet과 sucrose의 이용은 天然

옳色色素의 大量生흩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3. 天然生理活性빼質의 有效成分 抽버寧 增大 및 衛生的 長期 安全휩훌훌

감마선율 이용 홍삼， 영 ~l ，당귀 둥 20여종의 主要 藥材에서 유효성분

추출율 증대법 및 오염유기체의 위생적 살균/살충법 개발하여， UR대벼

國內에서 生塵되는 生物寶源의 活用增大 方案율 마련토록 하였다.

감마선 照射에 의한 天然生理活{生勳質의 有效成分 抽出寧 增大λI 협

에서， 각 시료의 유효성분 총 추출율 (불 및 알코올로 추출된 총 extract

수율)은 10 kGy 선량악 감마선 조사로 홍삼세미를 포함한 15여종의 시료

에서 비조사군에 비해 5-20%의 추출울 증대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감

마선조사는 펀연생리활성물질의 추출율율 중대시킬 뿐만아니라 추출시간

단축효과와 원료자체의 저장유통중 오염유기체의 생육에 의한 품질열화

률 방~1 할 수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상 코게 문폐시 되는 화학약품척리

의 대쳐1방법으로 훨용될 것이다.

4. 放射繼 照射食品의 安全性 評價

당해년도에는 방사선 照射食品의 安全性 評價률 위한 기초연구로 遺

傳毒性學的 安全性 評價 시험방볍 확립과 방사선 照射紅훌에 대한 遺傳

훌性學的 안전성 시혐 (톨연변이원성 및 염색체변이 유발성 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또한 保健福社部로 부터 放射繼 照射食品의 健全性 許可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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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을 내용으로 하였다.

먼저 감마선 照射紅養의 遺{專毒性學的 安全性 評價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l 00, TAl 02)의 복귀돌연변이를 이용한 돌연변이완

성 시험에서 감마선 照射紅養은 代謝活性法을 적용한 경우나 적용하지않

은 경우 모두 非照射群이나 감마선 照射群의 全 容量段階에서 陰뾰對照

群과 통일한 수준의 북뀌툴연변이 집락수를 보여 突然變異 훌흉흉훌性이 없

는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체변이 세포의 명균 출현율 5% 미만 일때를 음성으로 하는 포유

동불 배양세포 (CHL cells)를 이용한 훨色體짧異 훌흉發性 시험에서도 비조

사 및 감마선 조사홍삼은 염색채의 構造的 異狀 빛 數的 異狀율 보인 세

포의 출현율이 5% 미만으로 염색체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遺傳毒性學的 측면에서의 安全性이 확인되었다.

放射繼 照射食品 健全性 許可取得에서 ‘95. 5. 19일 자로 본 연구팀에

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保健福祖部로 부터 6개 식품 품목군 축，

A훌(紅養 포함)製品 (7 kGy 이하)， 乾操香辛料 및 이들 調製品 (1 0 kGy

이하). 加工食品製造原料用 乾操3훌훌힘類 (7 kGy 이하)， 解母 / 蘇累食品 (7

kGy 이하) , 알로에 船末 {7 kGy 이하) 및 2<.* 殺園이 필요한 愚者食 (10

kGy 이하)에 대한 放射線 照射 許可릅 取得 (保健福社部 食品의 基揮 및

規格중 改正告示 第 1995 - 34 號， 1995. 5. 19)하여 照射食品의 寶用化

基盤 據大룰 가져왔다.

食品훌業에 있어서 放射總 照射技術의 實用化가 세계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은 照射食品의 安全性과 技術的 쫓當性이 접차 짧定되

기 때문이다. 國內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본 연구팀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사시설을 설치

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95 년 현재 22개 식품품목에 대한 감마선 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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射가 保健福떼t部로 부터 許可되 었다. 특히 , 본 放射繼 食品뺨藏 技

術 빛 工程改善 뻐f究開聽은 UR/WTO체제에 대웅하기 위한 科技處 5대

똥端 農業技術開發 내용과도 연관된 것으로서 , 放射繼율 利用하여

食樓의 價格安定과 收A代替를 위한 에너지 節約型 食題뽑藏技術 및

1JoII程 改善法 關發과 食品의 衛生化 및 安全性 확보로 國民保健

向上에 중점율 두었다. 또한，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方案 마련 및 鳳

子力 흩業의 폼性化를 위한 훌盤技術로서 本 빠究開發의 必要性은

매우 높고 持續되어야 할 것￡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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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國內 감마編 照射 許可 食品

검1k l-E1 조사목척
허가선량

허가얼차 비고
(~Gy)

갑자，양파，마늘 발아， 발근 억제 0.15이하 '87. 10. 16.
밤 발아， 발근 억제 0.25이하 ‘87‘ 10. 16.
버섯(생 및 건조) 살충， 숙도 조정 1.0 이하 ‘87. 10. 16.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살균， 살충(위생화) 7 이하 ‘91. 12. 14.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알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살균， 살충(위생화) 7 01 하 ‘91. 12. 14.
조미식품용 전분 살균， 살충(위생화) 5 이하 ‘91. 12. 14.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살균， 살충(위생화) 7 이하 ‘95. 5. 19. 신규허가

건조 채소류

건조향신료 및 이틀
살균， 살충(위생화) 10 이하 “ 깨정

조채품

효모，효소식품 살균， 살충(위생화) 7 이하 “ 신규허가

알로에 분말 살균， 살충(위생화) 7 이하 “ “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 7 이하 “ “

2차살균이 펼요한
살균 10 이하 “ “

환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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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食品照射 許可 國家 및 品目數

(1995. 7웰 현재)

허가국 허가품목수 허가국 허가품목수

아근헨티나 10 맥시코 8

방글라데시 19 네델란드 20

벨지움 10 노르웨이 3

브라질 16 파키스탄 4

불가리아 18 필리핀 3

카나다 7 폴란드 6

철레 18 납아프리카공화국 80

중국 22 스페인 2

쿠바 3 시리아 16
체코 3 태국 26
덴마크 2 대만 14

핀란드 2 영국 51
-효과n-A 38 우르과이 l

헝가리 13 미국 54

인디아 4 배 E 남 5

인도네시아 7 유고 23

이란 일본 l

이스라엘 42 한국 18

이태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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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plants used for extraction experiments

Scienti fie name Plant partKorean name

Acontium carmichaeli debeaux

Aconit뼈 ‘ja Iuense KOI떠I’ov

A응rimonia pilosa ledebour Japonica Nakai

Alisl떠 plantago Linne vor.paruiflorum Torr

Angelica gigas Nakai

Astragalus membronaceus Bur띨e

Atractylodes japonica(Koidz)Kitag

Curcuma Iedoaria Roscoe

Curcuma longa Linne

Ephedra sinica Stapf

Ganoderma lucidum

Gi 띠<go bi loda Li nne

Gynura japonica Makino

Ligusticum jeholense Kitag

Paeonia japonica Miyabe

Panax ginseng C.A.Meyer

Poria cocos iaI f

b

Rehmannia glutinosa

Scirpus maritimus Linne

Scrophularia oldhami

Scutellaria baikalensis George

초

엎

근

자

오

학

사

귀

기

출

출

금

황

지

행

칠

부

초

선

택

당

황

백

봉

올

바

영

은

삼

천궁

작약

홍삼세미

백봉령

건~l황

삼농

현삼

황금

root

I‘。at

whole plant

root

root

root

root &stem

I‘。at & stem

root &stem

whole pI킹1t

whole plant

leaves

root

root

root

tail root

myelium grew at

dead pine r‘∞t

root

root

roo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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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ylograph indices on r -irradiated corn starch (0-30 kGy)

(10% dry basis.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려〈 Peak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g temp. viscosity after at 50t after
(kGy) tem야rature ( t) (B.U) 30min (B.U) 30min

(t) at 95t(B. U) at 50t (B. U)

0 69.5 87.0 1.670 1,050 1.970 2.000>

10 68.5 82.0 1.000 130 560 750

20 68.0 79.3 575 40 170 250

30 67.5 73.5 290 14 60 100

Acid

modifide

69.5 82.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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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ylograph indices on nongl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8% dr‘ y basis.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ak Peak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g temperature viscosi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t) (B.U) at 92.5t (B. U)
( "c ) (B.U)

0 72 88.5 890 590 995

0.5 72 87.7 870 585 980

l ‘ 0 72 87.7 800 580 970

2.0 72 87. 7 790 560 900

3.0 72 87.5 740 510 860

4.0 71 87.0 685 420 715

5.0 69 82.5 595 260 480

10.0 69 81. 0 350 110 160

-72 -



Table 4. Amylograph indices on nong1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8.5% dry basis,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ak Pe려〈 Viscosi ty Viscosi ty
dose pasting temperature viscosi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 "c ) (B. U) at 92.5 "C (B. U)
( "c ) (B.U)

0 72.75 87. 75 1050 660 1110

0.5 72. 75 87. 75 1010 650 1070

1. 0 72. 75 87. 75 980 610 1030

2.0 72. 75 87. 75 930 580 1010

3.0 72.75 87.00 910 580 950

4.0 72.00 86.25 820 670 850

5.0 72.00 85.50 730 400 710

10.0 71.25 83.25 420 13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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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mylograph indices on nongl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9% dry basis, 700c맹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려〈 Peak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응 temperature viscosi 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 t) (B.U) at 92.5 "C (B.U)
( "C ) (B.U)

0 71.25 86.25 1270 680 1180

0.5 71.25 86.25 1250 680 1115

1. 0 11.25 85.50 1210 665 1110

2.0 11.25 85.50 1200 650 1110

3.0 71.25 85.50 1050 640 1090

4.0 71.25 85.50 1010 520 950

5.0 71.25 84.00 900 430 750

10. 。 70.50 84.00 585 13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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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mylograph indices on gl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없d irradiated corn grains

(6% dry basis ,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려‘ Pe려‘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g temperature viscosi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 "c ) (B.V) at 92.5t (B. V)
(t) (B.V)

0 71.25 74.25 950 320 310

0.5 71.25 74.25 890 290 280

1. 0 71.25 74.25 800 290 270

1. 5 71.25 74.25 730 255 240

2.0 71.25 75.00 630 250 225

2.5 70.50 75.00 520 220 190

5.0 69.75 75.00 280 120 105

10.0 69.50 75.00 85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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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mylograph indices on gl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6.5% dry basis ,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ak Peak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g temperature viscosi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 t ) (B.U) at 92.5t (B.U)
( t ) (B. U)

0 71.25 74.25 1110 355 345

0_5 71.25 74.25 985 320 300

1. 0 71.25 74.25 925 310 290

1. 5 71.25 74.25 820 270 260

2.0 71.25 75.00 715 260 240

2.5 70.50 75.00 640 240 210

5.0 70.50 75.00 330 135 100

10.0 70 ‘ 50 75.00 9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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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mylograph indices on glutinous corn starches isol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corn grains

(7% dry basis , 700cmg torque)

Irradiation Initial Peak Peak Viscosity Viscosity
dose pasting temperature viscosity after 15min at 50t

(kGy) temperature (t) (B.V) at 92.5t (B. U)
(t) (B.V)

0 70.80 75.00 1250 460 420

0.5 70.95 74.55 1180 420 380

1. 0 70.80 74.35 1090 360 350

1. 5 70.85 74.25 950 310 300

2.0 70.80 75.00 860 290 270

2.5 70.80 74. 75 760 275 250

5.0 70.80 75.00 410 160 130

10.0 70.80 75.00 1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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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mylograph indices on 7 -irradiated com starch (0-110 kGy)

O~dry 뼈sis ， 350때g torque)

Irradi- Initial Pe혀〈 Peak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ation pasting temp. v~scosity after at SOt after at 30t after
dose temp. (t) (B. lT) 30min (8.U) 30min (B.U) 30min
(kGy) ( t) at 95t at sot at 30t

(B.U) (8. U) (B.U)

0 68.0 88.0 7.000 3,000 4.800 5,000> 10,000> 10,000>

30 66.5 72.0 1.520 45 500 810 2,000> 2,000>

40 65.5 70.0 1, 278 42 290 535 1,390 1,350

50 65.0 69.0' 760 39 110 220 720 700

60 65.0 68.5 510 36 70 85 300 330

70 64.5 68.5 320 25 65 77 234 266

80 64.5 68.5 138 24 48 50 85 105

90 64.5 68.0 120 20 35 34 45 50

100 63.5 67.0 72 20. 33 33 39 37

110 61. 0 65.0 60 20 31 28 35 32

--------
Ox idized 65.0 69.0 76 18 40 35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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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s of moisture content on the amylograph indices of 50 kGy-irradiated corn
starch

(I~ dry basis , 700cmg torque)

Mois- Initial Peak Peak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ture pasting temp. viscosity after at 50t after at 30t after
content temp. (t) (B.U) 30min (B. U) 30min (B.U) 30min
(%) (t) at 95t at 50t at 30t

(B.U) (B. U) (B.U)

2.4 64.5 70.5 93 14 40 47 130 131

4.8 65.0 70.5 160 12 35 47 159 155

8.0 65.5 70.5 169 11 39 50 215 210

13.0 65.5 70.5 380 10 65 130 390 370

48.0 66.0 80.0 840 161 630 1, 000> 2,000> 2, 000>

---_.__... -- ..... _.......‘ .... --- ._._......._. _.--------._--_ ... ---_..._-‘-‘--_.
Ox idized 65.0 69.0 38 9 20 18 25 23

-79-



Table 11. Effects of pH on the amylograph indices of 50 kGy -irradiated corn starch

(12% dry basis , 350cmg torque)

Ini t ial Peak Peak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Viscosity
pasting temp. viscosity after at 50t after at 30t after

pH temp. ( t) (B.U) 30min (B. U) 30min (B.U) 30min
(t) at 95t at 50t at 30t

(S.U) (B.U) (B.U)

2 69.0 10 18 21 20 20 20

5 65.0 69.0 760 39 110 220 720 700

7 67.0 71. 5 236 29 114 205 670 620

9 68.0 72.0 100 22 70 110 360 320

- _ •• “ ‘ " . .• ‘ - ‘ ‘ ..‘ _._ ..... .... . .. ‘. "

Ox idized 65.0 69.0 76 18 40 35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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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in Korean medicinal

plants

(colony forming unit/g)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Molds C이 iforms

Sample OkGy 5kGy 10kGy OkGy 5kGy 10kGy OkGy 5kGy 10kGy

부 자 2.8 X105

작 약 i
‘
Ox 103

효。ι 기 2.5XI02

삽칠근 5
‘
5 X 103 3XIQ2

봉 출 2 ‘ 5 XI0
3

택 사 7
‘
5 Xl03

백봉령 2.5Xl02 5X 102

울 금 1. 2Xl05 1. 5Xl03 5X 102 1. 5X 104

홍삼세미 4
‘
8X 105 7. 2X 102 4X 102 1. 0 X 102

AIi‘ τ
\..... 3.6 X10

2

천 궁 8 ‘ 8 X103

황 금 1. 8XI03

초 오 7.5XI03

선학초 7.5Xl02 3X 10
2

마 황 5.5 X 10
3

백 출 1. 8Xl03
5XI02

건지황 4.3X103 3X 10
2

현 삼 2.5 X 10
2

。

~ 지 1. 2 X10
3

1 X 10
3

당 1. 0 X 10
4

3X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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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in the water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Extraction yield
Plant Korean name (~.w/w dry basis)

o kGy 10 kGy
----

Acontium carmichaeli debeaux 부자 8.6 (100) 12.8(1 49)

Aconi tum jaluense KOD뀐rov 초오 23.4 (1 00) 28.3 (121)

Agrimonia pilosa ledebour Japonica N려<ai 선학초 19.8(100) 21.2 (107)

Alisma plantago Linne vor.paruiflorum Torr택사 30.3(100) 32.0(106)

Angelica gigas N려<ai 당귀 43.0 (100) 49.9(116)

Astragalus membronaceus .Bur필e 황기 28.4(100) 36.1 (127)

Atractylodes 밴ponica(Koidz)Kitag 백출 52.4 (1 00) 55.9 (1 07)

CUrcUl뻐 Iedoaria Roscoe 봉출 7.7 (1 00) 8.8(114)

Curcuma longa Linne 끓 10.9(100) 11.3 (104)

Ephedra sinica Stapf 마황 13. 7(1 00) 14.0(1 03)

Ganoderma lucidum 영지 4.6 (1 00) 4.6 (100)

Ginkgo biloda Linne 운행얼 29.5 (100) 29.0 (98)

Gynura j apen ica M려<in。 삼칠근 22.2 (100) 26. 7(1 21)

Ligusticum jeholense Kitag 천궁 36.9 (100) 40.5(110)

Pa∞nia japonica Miyabe 작약 19.7(100) 22.4(114 )

P없뀐x ginseng C.A.Meyer 홍삼세미 32.9 (100) 34.4 (104 )

Poria cocos WaIf 백봉령 1. 0(1 00) 1. 2(1 20)

Rehmannia glutinosa 건지황 28.2 (1 00) 28.4 (101)

Scirpus maritimus Linne 삼능 9.5 (100) 12.6 (1 33)

Scrophularia oldhami 현삼 64.4 (1 00) 71. 1(1 11)

Scutellaria baikalensis George 횡금 43.9 (1 00) 51.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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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in the 70U ethanol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Plant Korean name

Acontium carmichaeli debeaux 부자

Aconitum jaluense Komar‘ ov 초오

Agrimonia pilosa ledebour Japonica Nakai 선학초

Alisma plantago Linne vor.paruiflorum Torr택사

Angelica gigas Nakai 당귀

Astragalus membronaceus Bunge 횡기

Atractylodes japonica(Koidz)Kitag 백출

Curcuma Iedoaria Roscoe 봉출

Curcuma longa Linne

Ephedra sinica Stapf

Ganoderma lucidum

Gi머<go bi loda Li nne

Gynura japonica Makino

Ligusticum jeholense Kitag

Paeonia japonica Miyabe

Panax ginseng C.A.Meyer

Poria cocos WaIf

금울

마황

영지

은행잎

삼칠근

천궁

작약

홍삼세미

백봉령

Rehmannia glutinosa 건7.1황

Scirpu5 maritimus Linne 삼능

Scrophularia 이dhami 현삼

효L그.
00Scutellaria baikalensis George

Extraction yield
(%.w/w dry basis)

o kGy

12.0 (1 00)

14.4 (100)

20.2 (100)

26.2 (1 00)

45.3 (1 00)

27.3 (1 00)

35.5 (1 00)

4.7 (1 00)

13.2(1 00)

13.8 (100)

2.0 (1 00)‘

28.7 (1 00)

14.8(1 00)

30. I(100)

13.1 (1 00)

20 .4(100)

1. 7(100)

40.8(100}

6. 1(100)

55.9 (1 00)

29.1 (l00)

10 kGy

11. 1 (93)

14.4 (100)

21. 7(107)

26.1 (99)

50.2 (1 11 )

27.3 (1 00)

35.8 (1 01 )

5.4(116)

14.0 (106)

14.4 (1 04 )

2.2 (1 10)

30.6 (107)

15.2 (102)

32.7(109)

14.3(1 09)

21. 5(105)

1. 6 (94)

43.0 (105)

6.9 (1 13)

55.8 (99)

3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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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in the total extraction yield of
Korean medicinal plants

Plant Korean name
Extraction yield
(%, w/w dry basis)

o kGy

Acontium carmichaeli debeaux 부자 20.6 (1 00)

Aconitum jaluense Komarov 초오 37.8 (100)

Agrimonia pilosa ledebour Japonica Nakai 선학초 40.0 (1 00)

A1isma plantago Linne vor.paruiflorum Torr 택사 56.5 (1 00)

Angelica gigas Nakai 당귀 88.3 (1 00)

Astragalus membronaceus Bunge 황기 55.7 (1 00)

Atracty10des japonica(Koidz)Kitag 백출 87.9 (100)

Curcuma.ledoaria Roscoe 봉출 12.4 (1 00)

Curcuma longa Linne 울금 24.1 (1 00)

Ephedra sinica Stapf 마황 27.5 (1 00)

Ganoderma 1ucidum 영지 6.6 (1 00)

Ginkgo biloda Linne 은행일 58.2 (1 0이

Gynura japonica Makino 삼철근 37.0 (100)

Ligusticum jeh이ense Kitag 천궁 67.0 (1 00)

Paeonia japonica Miyabe 작약 32.8 (100)

Panax ginseng C.A.Meyer 홍삼세미 53.3(100)

Poria cocos WaIf 백봉령 2.7(100)

Rehmannia glutinosa 건지황 69.0(10이

Scirpus maritimus Linne 삼농 15.6 (1 0이

Scrophu1aria oldhami 현삼 120.3(1 00)

Scute11aria baikalensis George 황금 73.0 (1 0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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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y

23.9 (1 16)

42.7(113)

42.9 (107)

58.1 (1 03)

100. I(113)

63. 4( 114)

91. 1(104)

14.2(115)

25.3 (1 05)

28.4 (1 03)

6.8 (1 03)

59.6(102)

41. 9(1 13)

73. 3( 109)

36.7 (1 12)

55.9 (1 05 )

2.8 (104 )

71. 4(104)

19.5 (125)

126.9 (106)

83.5(1 14)



Table 16. Mutagenicity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extracts with 80 % ethanol in S. typhimurium TA 98

Ex tract Irradiation dose (kGy)
concent ration 59 mix

(mg/plate) 0 5 10

0 30 土 2

0.3 26 土 l 28 ± 1 28 土 8

1. 0 34 ± 2 32 ± 2 32 ± 2

3.0 33 土 2 31 ± 0 30 土 7

10.0 33 ± 3 38 ± 2 37 ± 7

30.0 43 ± 3 44 土 2 36 土 2

NPD1 3513 土 123

. . . . . ‘ … ......._••- - --_ .. -- -_. - ----..’-

0 31 ± 1

0 + 34 土 1

0.3 + 33 土 2 36 土 6 36 ± 4

1. 0 + 31 土 2 40 ± 5 36 ± 4

3.0 + 35 土 2 41 ± 2 ‘36 土 1

10.0 + 41 土 4 41 ± 0 40 土 1

30.0 + 44 土 2 44 ± 4 43 土 O

2-AF2 + 1471 土 38

lNPD (4-nitro-o-phenylenediamine) : 20 μg / plate.
22_따. (2-amino f1 uorene) : 10 μg / plate.
~ach value expressed as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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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Mutagenicity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

extracts with 80 ~ ethanol in S. ty，뼈imuriUJD TA 100

Extract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59 mix

(mgtplate) 0 5 10

0 200 土 20

0.3 211 土 16 200 ± 14 192 ± 13

1. 0 194 j; 5 199 土 8 210 ± 7

3.0 198 :J; 11 199 ± 2 190 土 0

10.0 215 土 34 212 土 31 222 ± 17

30.0 254 土 19 261 土 31 254 ± 13
’

Sodium 잃ide
1 1307 土 45

---“‘“-‘--
0 211 土 13

0 + 196 土 5

0.3 + 191 土 6 194 土 3 201 土 14

1. 0 + 196 ± 19 195 ± 3 211 ± 21

3.0 + 202 ± 9 198 ± 12 206 t 12

10.0 + 199 土 16 196 土 2 205 土 0

30.0 + 223 土 2 206 ± 209 i 7

2-~ + 583 土 35

J50di~_azide : 1.5 μg I plate.
Zz-AF (2-aminofluorene) : 10 μg I plate.
훈ach value expressed 8S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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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Mutagenicity of nonirradiated and gamma-irradiated red ginseng
extracts with 80 % ethanol in S. tYJ때imurium TA 102

Extract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S9 mix

(mg/plate) 0 5 10

0 359 土 11

3.0 366 ± 8 369 ± 2 382 ± 4

1. 0 378 土 4 377 ± 3 391 ± 6

3.0 387 ± 9 395 土 3 375 土 7

10.0 321 ± 8 401 ± 10 382 土 5

30.0 352 土 8 305 土 9 312 ± 7

Mi tomycin C1 4354 土 118

--_._----------_.._----~--‘·‘·‘_ ... ,._. •.._..._--

0 322 土 17

0 + 412 ± 22

3.0 + 408 ± 3 424 土 6 425 ± 4

1. 0 + 405 土 22 397 ± 26 439 土 9

3.0 + 432 土 18 388 土 6 400 土26

10.0 + 410 土 1 383 ± 9 432 ± 4

30.0 + 385 土 31 422 ± 6 415 土 5

2-AF2
+ 564 ± 4

lMitomycin C : 0.5 μg / plate.
22_따. (2-aminofluorene) : 10 μg / plate.
~ach value expressed as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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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sul t of chromosomal aberration tests on r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using a Chinese hamstar lung (CHL) cell line in the
absence of 59 mixl

Irradiation Extract Frequencies of cells with structural aberrations2
dose(kGy) concentration

(mg/plate) ctg ctb cte frg csb cse Total Judge

0

0

1. 25

2.50

5.00

10.00

1i

1i

n
ι

1l

’
i

nu

--nU

n
ι

1i

nu

nU

nU

AU

nU

5

1. 25

2.50

5.00

10.00

nU

nu

nU

nU

nu

1i

nu

q
ι

-
-
-
-
”

ι

fi

10

1. 25

2.50

5.00

10.00

1i

n4

’i

n4

0

0

2

l

nv

nU

nU

AU

배에션 0.04 μg/ml 63 12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nU

l

2

2

3

2

nu

nu

nu

nU

nu

nu

nu

nu

1

2

2

3

nU

nu

nu

nU

nU

AU

nu

nu

AU

nU

nU

AU

1i

n‘
nJ

nJ

nu

nu

nu

nU

1 0 ++0 22

lTreatment time : recovery time 24 hr.
2ctg : chromatid gaps including chromosome gaps , ctb : chrol뻐tid breaks
cte : chromatid exchanges , frg : fragmentation , csb : chromosome breaks
cse : chromosome exchanges such as dicentrics and rings.
뻐C : mitomyc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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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sul t of chromosomal aberration tests on '1 -irradiated red
ginseng powder‘ using a Chinese hamstar lung (CH니 cell I ine in the
presence of S9 mix·

Irradiation Extract Frequencies of cells with structural aberrations2

dose(kGy) concentration
(mg/plate) ctg ctb cte frg csb cse Total Judge

0

0

1. 25

2.50

5.00

10.00

nU

nu

n‘
nu

--

nu

nu

nu

--nU

nu

14

nu

nu

nu

5

1. 25

2.50

5.00

10.00

1i

1i

n‘
nU

nU

nU

nu

--

nu

nU

nU

nU

10

1. 25

2.50

5.00

10.00

1‘
1A

nu

-i

nu

-
-
n
ι

nu

nU

nu

--”
U

B( a )P 0.02 mg/ml 2 4 14

nU

nu

nU

nu

nU

nU

AU

nU

nU

AU

nu

’
i

q‘
--’
i

nU

AU

nu

nu

nU

nu

nU

nu

nu

nU

nU

AU

nU

,‘
,‘

꺼
/
‘

--

nv

nv

nU

AU

nu

nU

AU

nU

nU

AU

nu

nU

1‘
,‘
‘
.d

1i

nU

nU

nU

AU

0 2 ++23

lTreatment time : recovery time 24 hr.
2ctg : chromatid gaps including chromosome gaps , ctb : chromated breaks
cte : chromatid exchanges , frg : fragmentation , csb : chromosome breaks
cse : chromosome exchanges such as dicentrics and rings.

3a( a)P : benzo( a )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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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 -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Blue value of com
starches. Data points represent the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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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Blue value of pH-adjusted corn starches

by gamma irradiation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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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7 一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Blue value of
pH-adjus양d com starches (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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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 st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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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r -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transmittance of
0.2% com starch suspensions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50 to 9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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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the transmittance of pH-adjusted corn starch

suspensions (0.2%) by gamma irradiation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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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r -irradiation do않 levels on the transmittance of
pH-adjusted corn starch suspensions (plI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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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ches by gamma irradiation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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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hanges in the solubility of pH-adjusted com starches
by gamma irradiation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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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ches by gamma irradiation (at 50 kGy).

-107 -



10

8

6

4

』@

툴

。a
@

드
-
-
-
@
툴
ω

2

5040

Irradiation dose (kGy)

302010
o

Fig. 19. Effects of r -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swelling power
of pH-adjusted com starch (pIl 2).

-108 -



3500

300

,...‘.
그

∞
‘-‘
> 200-
이

。

u
m

>

500 t- ----.

o
o

-융- Peak Viscosity

+ After 30m In at 95·C

카← Viscosity at 50·C

표t After 30mln at 50·C

10 20

Irradiation dose (kGy)

30

Fig. 20. Effects of r -irradiation dose levels on the amylograph indices
of com starch 00%. dry basis).

-109 -



-B 8.0 ..

용 8.6 ..

카← 9.0 ..
3.1

2.9

2.7

(
.
그.m
)
i
i

·m

。

잉m
->

a

。

」

2.5
o 10g8

Irradiation dose (kGy)

76s4321

. ,Fig. 21.Relationship between irradiation do않 and log peak
viscosity of the nonglu섬nous com starch slurries.

-110 -



3.2

-‘
3

푼훈 6.0 ‘
A 6.6 ~

헤← 7.0 ‘.
그

m

‘-〉、- 2.6 r-------… __NM ~__‘-‘-~""i'JIIIO.."- - - …… ----- - - ---”
。
9

” 2 .4 r-------….... "fl _ .. ......, _M .... ‘… - ‘ - ‘- --

>

2.2a

。

」 2 r- .

1.8
o 1 2 3 4 5 6 7 8 9 10

Irradiation dose (kGy)

Fig. 22. Relationship between irradiation do않 and log peak
viscosity of the glutinous com starch slurries.

-111 -



100

80

(}엉

z
.2 60 t- - -- ι ~- - -- •

im‘--i
iz-- + 30 kGy

-용- 0 kGy

40

。”mm
그

잉

20

o
o 5 10 15

Time (hour)
20 25

Fig. 23. Effects of T -irradiation to the corn starch on 상Ie

productivity of glucose by the addition of 60뼈 Tennamyl,
100뼈 Novo AMG and 10야l Novo Promozyme.

-112 -



문 30 kGy

용 o kGy

100

60

!
「
|
l
i
l
-
-
-
-
-
0

%

。

80

(
얻
)
=
。
.
혐
』
른
@
딛
-
-
。

u

φ
”
。
”
〕
그
-
m
)

252015

Time (hour)
105

Fig. 24. Effects of r -irradiation to the corn starch on the
productivity of glucose by the addition of 60뼈 Tennamyl,
50뼈 Novo AMG and 50뼈 Novo Promozyme.

-113 -



4

10

8 ~- ---‘_~........... _T .- ..- ----- ----•--------

...‘
~-

RV

x
.
그.m

>

•• Peak viscosity

판 Viscosity at 30·0

용 Viscosity at 50·0
、--
이

。

。”
•.- --_!..------‘-‘--- ‘-- -~- ..-- --- -----_.-,

>

o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Irradiation dose (kGy)

Fig. 25. ,Effects of r -irradiation do않 levels on the amylograpb
indices of com star찮1 (1296. dry basis).

-114-



- Peak Viscosity

+A’ter 30m In at 96·C

헤E- Af ter 30mln at 50·C

푼:r After 30mln at 30·C

1000

800

600

400

200

(
.
그
.
∞)
>

i

•

m

。“
이
•

>

o
1 10g8765432

pH

Fig. 26. Effects of initial pH of corn starch on the amylograph indices
of starch paste after r -irradiation at 50 kGy (l2%, dry basis).

-115 -



Pig ment concent ration (0.0)
16

14

12

10

8

6

4

2

o

_ yellow pigmen t( 390nm)

_ red pigment (505nm)

1 234 5 6

Substrate support materials

Fig.27 . Effects of substrate support materials on the
production of M onascus-pigment.
(1: Lin ’s media (L). 2: L + cellulose. 3: L + alginate.
4: L + agar. 5: L + diatomaceous earth. 6: L + gelatin)

-116 -



Pigment concentration (0.0)
25

~잉 yellow pigment

_ red pigment

20

15

10

5

o
o 1 234 5

Gelatin added time (day)

6

Fig.28. Changes in the production of Manase따-pigment ’다dbπed on
the non-glutinous rice substrate at different added ’언me of gelatin.

-117 -



Pigment concentration (0.0)
25

.y메low pigment

_ red pigment

20

15

10

5

o
o 12345

Gelatin added time (day)

e

Fig.29..Changes in the production of Monascus-pigment cultured
on the glutinous rice substrate at different added 피me of gelatin.

-118 -



Pigment concentration (0.0.)
60

Rice powder (red)

G‘ucose (red)

Sucrose (red)

Rice powder (Tota l)

Glucose (Tota l)

• -1!I-+
**

〔
람〉
숫용

40

Sucrose (Total)

*+
』-

*
수
사
펴
-

￥
버


옳
”τ
-

*
짧
-

30

20

10

o
o 161410 12

(Day)
8

Time
6

Incubation
42

Fig.30. Semicontinuous production of M onascus-pigment
cultured on the different carbon sources having rice pellets.

-119 -



서 지 정 보 OJ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lNlS주제 코드

KAERI/RR-1479/94

쩌l북 / 부제

방사선 식품저장 기술 및 공정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변 명 우(방사선 식품저장 기술 빛 공정개선 연구팀)

연구자및부서명 조 한 옥， 조 성 기， 강 얼 준， 육 홍 선， 양 재 숭

(방사선 식품저장 기술 및 공정개선 연구팀)

발행지 대 천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995. 7. 20.

페이지 119 p. 도표 유 (이， 무 ( ) 크 기 18.8 x 25.9 em

참고사항 ’ 94년도 원자력 중장기 연구 과제

비벌여부 공개. (0 ), 대외비 ( ), -급 비밀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300단어 내외 ) 본 연구는 안전성과 설용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食

品照射 기술외 국내 이용기반 확대와 식품산업에서

문제핵심분야의 代替技術 開發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감마선 照射에 의한 육

수수 천분 가공공정 개선 및 이용성 증대방안 연구에서는 照射짧짧의 불리

화학적 륙성변화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였고， 조사전분의 가공적성사

협으로서 廳 발효 생산성 증대효과와 대량 산업폐수 발생으로 문제시 되는

그:業用 變性銀짧(嚴처리전분， 嚴化전분)생산의 대체방법울 개발하였다. 또한

有用微生짧 固定化 技術에 의한 天然*色色素의 대량 생산 방법율 확랍하였

오며. 감마선조사에 의한 天然生理活性物實(漢方藥材)의 有效成分 抽버훌훌 t협

大(5-20%) 및 衛生的 長期 安全 뺨藏方法융 개발하였다. 放射線 照射食品의

安全性 홉후價훨f究에서는 감마선 照、射된 훌E훌의 遺傳毒性學的 安全性율 확인하

였고， 保健福祖部로부터 ‘95년 5월 19일자로 6個 食品群에 대한 放射線 照射

許可률 取得하여 照射食品의 賢用化 基盤을 훌훌大하였다.

주제명 키워드(10단어 내외}

食品照射， 육수수짧짧， I業用變性廳짧. 微生행固定化， 天然生理活뾰物質，

훌E훌， 遺傳毒性學的 安全姓， 放射짧 照‘射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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