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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을 이용한 국가 식량자원 안전확보와 에너지 절약형 식량가공/저장기술 및 가

공공정 개선법 개발

○ 화학약품 사용의 대체방법 개발 및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확립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RT/BT/NT 병용기술 이용 식품/공중보건용 신소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천연자원 활용효율 극대화

○ 국제식량교역시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확대 대비 검역기술지침/표준화 확립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연구로 소비자 수용성/실용화 확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확보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 유통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함. 제품의 가공, 저장, 위생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온열처리, 냉장/냉동, 

화학약품처리(보존제, 훈증제 등) 등은 처리효과, 처리비용, 건전성, 환경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고 있음.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저장/가공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보건당

국 및 산업계로부터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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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분야의 하나인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와 안전저장/유통, 가공제품의 안전성 향상, 제조공정 개선에 효과적으

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분야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 식량

교역에서의 이용도 크게 확대될 전망으로 국내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가. 기술적 측면

▶ WTO/UR 대비 국가 식량에너지 안전확보 및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

부가가치의 기능성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가공원료의 안전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

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유통기술의 개발이 요구 됨.

▶ 식품산업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의 성공적 실용화 확대는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

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가공/저장 및 위생화 방법의 장․ 단점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적으

로 건전성이 공인되었다 하여도 국내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산물의 안전성(건전성)

평가와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시 됨.

▶ 수산냉동/전통발효식품류의 고품질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선도유지 유통/저장기술 

개발 필요성과 국내산 수산냉동/전통발효식품류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안전성, 기생충 억제, 이화학적 품질유지, 신선하게 저장기간 연장, 관능적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 오늘날 식품의 국제적 위생화 방법에 이용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에서 인증된 공정이 간편하고 처리효과가 확실하며 안전하고 산업적

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위생화 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 전통 젓갈의 숙성 발효시 부패미생물의 생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량의 염을 첨가하고 있

어 현대사회의 소비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위생적이고 저염화된 젓갈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 화학보존료와 가열살균에 의존하고 있는 장류제품의 유통 저장기술에 대하여 품질 및 위생

의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 방사선 조사기술(RT)과 생명공학(BT) 및 나노기술(NT)을 접목하여 유해물질 제거/정제/가

공기술 개발로 공중보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양산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적 기술선점이 필요시 됨.

▶ 알러지 유발 식품에서 원인 물질인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어 현재까지 소개된 방법들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 따라서 식품알러지의 

적절한 억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 방사선 조사기술은 키토산 및 알긴산 올리고머/단당의 제조에 획기적인 기술로 예상되며 

방사선 조사량, 생고분자의 분자량, 생고분자용액의 농도, 산용액의 농도의 조절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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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단당을 단번에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서 효소처리법이나 산분해방법에 비

해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음.

▶ 국제식량교역시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역대상 해충 

및 미생물의 효과적 관리기술이 요구되며, 아울러 재조사 방지와 정확한 조사선량 확인 등 

방사선 조사식품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 됨.

 ⅰ) 농수산물 교역시 검역대상해충의 주 박멸기술인 환경공해성 methyl bromide (MeBr) 훈

증법의 사용규제로 대체기술개발 필요.

 ⅱ) 선진국 및 주요 교역국의 MeBr 사용규제 및 대체기술개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수출입 농수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위생적 대체기술개발 필요.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WTO 대비 국가 식량에너지 안전확보 및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

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유통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 식품가공/저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온열처리, 냉장, 화학약품처리 등은 처리효과, 

비용, 건전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안전성과 실용성이 공인된 방사선 조사기법을 이용한 문제핵심 분야에 대한 대체기술

의 개발이 요구 됨.

▶ 방사선 식품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산물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용도

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조사시

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시 됨(현재 

국내 1개 시설 24시간 가동, 1개 시설 시험가동 중).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 대책 마련

이 필요시 됨.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년간 7,000 ∼ 

20,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억7천만 ∼ 4억7천만 달러임. 나아

가 병원성 오염유기체에 의한 피해가 미국 전역에서만 38억 80만 달러 ∼ 43억 30만 달러

에 이르며, 국내의 경우도 1조 3,000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시 됨. 

▶ 저염 전통 젓갈류의 비위생적 생산 개선,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로써 에너지 절약형이고 식품산업 등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위생적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

시 됨.

▶ 장류제품의 시장확대, 제품의 활용도 향상, 수출 증진 등을 위하여 장류제품의 새로운 미생

물 살균 기술과 저염장류 개발이 필요시 됨.

▶ 방사선 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신소재 생산/가공기술 개발

결과는 2,000억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품․생명공학분야 관련 산업에서 

이용 및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기술 선점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 국내 생산업계의 생

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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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알러지식품 생산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존의 방법들은 고비용적이며, 이용 제한성으로 

인해 식량자원의 이용극대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알러지식품의 개발은 

생산성 향상,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함.

▶ 키토산 및 알긴산의 올리고머/단당의 시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억 달러 정도로 형성되

고 있음. 키토산 올리고머는 생리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공피부, 인공봉합사, 생리활성물

질 등 생물공학분야 시장에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키토산 단당의 경우 관절염

/류마치즘 치료효과가 탁월하여 미국에서만 50억불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또한 알긴

산은 키토산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소화관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

는 식이섬유로 변비치유는 물론 항암이나 항콜레스테롤 작용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유해

물질의 독성발휘 억제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 나라는 원료 생산국으

로 대부분의 원료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알긴산올리고머 및 알긴산나트륨(단당)을 매년 100

억원 이상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이 

필요시 되고 또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시스템 연구

도 필요함.

 다. 사회적․문화적 측면

▶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적인 제품 

생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기술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은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료․제약산업에서 조사기술의 중요성과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

고 있음.

▶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살균․살충에 사용되어온 화학훈증제(ethylene oxide, 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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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용이 세계적으로 일부는 이미 금지되었거나 점차 금지될 

전망이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시할 것이

다. 따라서 식품가공 원료 및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예방과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식품 및 보건 관련 산물의 위

생화 기술개발이 필요시 됨.

▶ 특히 방사선이용 식량공학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 속에서 원자력 기술의 혜택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본 연구가 필요시 됨.

▶ 국내 수산업의 저변확대와 수산가공품의 저염화로 국민 보건향상 및 첨단 위생화․유통기

술 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국민건강에의 기여를 위하여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와 새로운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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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알러지로 인한 식량자원의 이용제한성 극복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피 식품의 소비 증대

와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식문화의 저변확대 필요시 됨.

▶ 국내 기술농업의 저변확대와 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보전형 검역처리 

기술개발 필요. 

▶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은 원자력사업의 국민이해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임.

▶ 기존의 식품 가공 및 저장 방법이 효과, 비용,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어 이의 대체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서, 과학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가공방법과 안전식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수용치 않으려 한다면 보급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그러므로 식품의 방사선조사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중요성, 예컨대, 인류복지 내지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

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여겨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방사능오염식품과의 혼동 등 잘못된 이해가 폭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20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의 서베이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지

도는 8.7%에 지나지 않으며, 시민단체 상근자의 경우 무려 45.7%가 방사선조사식품을 방사

능오염식품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

한 심각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방사선조사식품의 보급 확

대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

▶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은 크게 두가지 분야에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음. 하나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전략임. 전

자는 무차별적인 일반대중을 상대로 강력한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전략이고, 후자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전수전략임. 따라서 본 연구는 전년도에 이어 모두 4년에 걸친 일련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두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일반국민 조사와 청소년 대상의 서베이 조사 시행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

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 음.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매스미디어 활동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해질 것임. 

본 연구에서는 실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실행

(action)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와 안전 저장유통/가공기술 

개발

 가. 감마선 이용 저염 젓갈 제조 및 위생화와 안전저장 유통기술 개발

 나. 감마선 이용 전통발효식품 장류의 위생화/저염화 및 안전 저장유통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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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위생화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라. 기타 일반식품의 위생화/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2. 감마선 조사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안전성(건전성) 평가

 가. 감마선 조사된 전통발효식품(젓갈류/장류)의 독성학적, 양학적 안전성 평가

 나. 감마선 조사된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독성학적, 양학적 안전성 확보.

 다. 감마선 조사된 저염 발효제품과 기존 고염 발효제품과의 안전성/건전성 비교평가 시험

 라. 세계최초 RT/BT 이용 가공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유해물질 제거/저감화 기술 개발

3. RT/BT/NT 이용 공중보건제품 생산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

제품 생산기술 개발

 가. RT/BT/NT 이용 세계최초 식품/공중보건용 천연 신소재 정제/가공/생산기술 개발 

 나. RT/BT기술 이용 식품알러지 저감화 기술개발

 다.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고기능성 키토산, 알긴산 단당 및 올리고머 생산기술 개발

4.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시 품질평가 및 검역검

지 조건 설정

 가.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최적 검역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표준화 기초자료 확보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면역분석법의 적용

  

5.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 연구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과학적인 대 국민이해 증진사업 방안 마련

 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 연구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라. 방사선 조사식품 신규품목 확대 및 법규 개정

Ⅳ. 연구개발결과

1.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와 안전 저장유통/가공기술 

개발

 가. 감마선 이용 저염 젓갈 제조 및 위생화와 안전저장 유통기술 개발

   - 국내 시판 젓갈류의 표준 검사체제의 확립, 젓갈류의 과학적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전통 젓갈류 관련 병원성 미생물 100% 살균기술 개발 및 기존 저장법 대비 3배 이상 장

기 저장유통 안전성 확보.

   - 감마선 이용 전통 저염젓갈 제품생산을 위한 품질안전성 및 가공적성 평가시험에서 멸치

액젓, 새우젓 등 젓갈류의 위생화 및 저장안전성을 평가하 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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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분 및 관능적 품질을 조사하여, 전통 젓갈류의 저염화 제품생산에서 감마선 조사기술

의 최적 적용공정을 확립(한성기업(주)와 실증생산 시험).

 나. 감마선 이용 전통발효식품 장류의 위생화/저염화 및 안전 저장유통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한 저염된장, 저염간장 등의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장류 미생물의 생육

변화 관찰 및 발효특성 시험을 통하여 최적 감마선 조사기준 설정.

   - 장류 관련 병원성 미생물 100% 살균기술 개발 및 기존 저장법 대비 2배 이상 장기 저장

유통 안전성 확보.

   - 장류이용 2차 가공제품의 저염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 적용기술 확보 및 2차 가공제품(청

국장, 쌈장, 된장 및 고추장)생산/가제품화.

 다.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위생화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 수산냉장/냉동 및 반수분식품 관련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실태 조사 및 감마선 살균효과 

확인으로 위생화/저장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 구축.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변화 및 저장안정성 평가시험으로 감마선 이용 반수분 

수산가공식품(꽁치과메기, 반건조 오징어)의 위생화 및 고품질화 가공공정을 확립하고 산

업화 진행 중(포항시청). 

2. 감마선 조사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안전성(건전성) 평가

 가. 감마선 조사된 전통발효식품(젓갈류/장류)의 독성학적, 양학적 안전성 평가

   - 감마선 조사된 젓갈류/장류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시험, 염색체이상시험을 통한 유전

독성학적 안전성 확인.

   - 실험동물을 이용한 아급성 독성평가(혈액, 간, 소포체에서의 지질과산화물 및 항산화효소

활성도 측정 등)에서도 감마선 조사된 젓갈류/장류의 안전성 확인.

   - 감마선 조사된 젓갈류/장류의 양학적/화학적(표지물질 규명/검출) 안전성 확인.

 나. 감마선 조사된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독성학적, 양학적 안전성 평가

   - 감마선 조사된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시험, 염색체 이상시

험을 통한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확인.

   - 실험동물을 이용한 아급성 독성평가(혈액, 간, 소포체에서의 지질과산화물 및 항산화효소

활성도 측정 등)에서도 감마선 조사된 수산냉장/냉동반수분식품 안전성 확인.

   - 감마선 조사된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의 양학적/화학적(표지물질 규명/검출) 안전

성 확인.

 다. 감마선 조사된 저염발효제품과 기존 고염발효제품과의 안전성/건전성 비교평가 시험

   - 감마선 조사된 저염 발효제품과 기존 고염 발효제품과의 안전성 비교평가 시험에서 감마

선 조사 저염 발효식품의 안전성/건전성 우위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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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청지질/간지질대사 및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 등의 시험을 통하여 감마선 조

사된 저염 발효제품이 기존 고염 발효제품보다 안전성 우위 확인.

 라. 세계최초 RT/BT 이용 가공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유해물질 제거/저감화 관련 이론

확보 및 차기단계 연구기반 구축

   - 식품 중 발암성 nitrosamine의 제거를 위한 이론 확립 및 모델/실증 시험 연구에서 감마

선 조사에 의한 발암성 nitrosamine의 파괴 및 그 kinetics, 감마선 조사 후 Nitrosamine

의 재축합 특성을 조사하 고,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nitrosamine 함량감소 및 생성억제를 

확인.

   - 감마선이용 전통발효식품 제조시 생성되는 유독성 biogenic amine류의 생성억제 확인. 

3. RT/BT/NT 이용 공중보건제품 생산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

제품 생산기술 개발

 가. RT/BT/NT 이용 세계최초 식품/공중보건용 천연 신소재 정제/가공/생산기술 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

   - RT/BT/NT 이용 천연식물자원 유효성분 추출물의 불용색소 및 유해물질 제거/정제/가공

기술 개발로 공중보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대량생산기술 확보 및 생리활성 효과 

극대화기술 개발.

   - 개발된 신소재 이용 천연 기능성 화장품 가제품화/산업체 기술이전('02. 9. 21, 한국콜마

주식회사) 및 산․연 공동 벤처설립 추진.

   -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키토산, 알긴산 단당 및 올리고머 생산기술 개발연구

에서 최적 감마선 조사 범위 결정을 위한 키토산 및 알긴산 생고분자의 분자량, 생고분자

용액의 농도, 산 용액의 농도 조절에 따른 생고분자의 분해정도 측정 등으로 품질이 우수

한 단당 및 올리고당의 생산조건 확립. 이를 기초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키토산/알긴산 

올리고머로부터 단당의 산업적 대량 생산기술 확보.

   - 감마선 이용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폐자원인 우 쉥이(멍게) 껍질로

부터 기능성 식이섬유소(cellulose/hemicellulose)의 분리/정제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체 기술이전(‘02. 4. 25, WITH ONE Co).

   - 도계 폐기물인 닭발로부터 collagen단백질 분리 및 기능성단백질 소재 활용방안마련.  

   - 식품 부재료의 안전성/기능성 향상을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응용 연구에서 소시지 제

조용 천연케이싱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소시지의 미생물학적/물리적/조직학적/화학적/관

능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  

 나. RT/BT기술 이용 식품알러지 저감화 기술개발 기초이론 확립 및 연구기반 구축

   - 감마선 조사가 식품 알러젠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향, 타 식품가공방법과의 병용처리

가 알러지 유발성(allergenicity) 감소에 미치는 효과 및 in vivo(시험동물-마우스 및 알

러지 환자)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감마선 조사로 주요 식품 알러젠 항원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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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opes)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고, 특히 일반적인 식품가공방법(가열, pH 조

절 등)과 감마선 조사와의 병용처리는 알러지 저감화에 상승효과를 보임.

   - 실험동물 및 환자에 대한 in vivo 임상시험에서 알러지 유발성 억제효과를 확인하 고,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실증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 확립.

4.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시 품질평가 및 검역검

지 조건 설정

 가.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최적 검역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표준화 기초자료 확

보

   - 검역처리시료의 상품성 평가와 교역관리를 위한 검지조건 선택시험을 모델시료의 예비수

송 시험 및 품질평가, 적용가능 검지방법 스크리닝, 검지방법의 조건별 검지특성 확인시

험 및 품목별 검지결과를 분석하여 최적 검역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표준화 기초자료 

확보. 

   - 교역대상 주요 농수산물의 검역관련 유기체 관리조건 최적화 및 모델 품목의 교역국간 

검역조건 품질시험, 통관시 검지방법 표준화 시험, 검역유기체 관리조건의 국제화를 위한 

주요품목별 표준화시험을 실시하여 방사선 조사된 모델 품목의 교역가능성 분석.

   - 수출전략 전통 허브류의 수출입 및 검역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

진을 위한 검역관리 인프라 구축 표준화 자료 확보. 

   - 건어류 우점종 해충의 충태별 저준위 방사선 (0.05∼0.5 kG) 감수성 시험, 수출전략 인삼

의 검역관련 유기체 감마선 감수성 확인 및 사멸조건시험, 감마선에 의한 검역유기체 감

수성 치사효과 비교시험을 실시하 고, 인삼류 및 건어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이용 

현황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이들 검역처리 대상품목의 품질안정성 및 교역가능성(건어

류) 평가.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면역분석법의 적용

   -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신속한 판별을 위한 검지법의 일환으로 면역분석법의 이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우육과 새우를 모델 식품으로 감마선 조사 여부를 판별시험한 결과, 감

마선 조사된 시료에서 항원-항체반응이 대조구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어, 면역분석법이 

검지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었음.

5.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 연구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과학적인 대 국민이해 증진사업 방안 마련.

   - 청소년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노출, 인상, 지식, 태도, 정보제공 효과 등에 대한 서베

이조사와 방사선조사식품의 인지도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언론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슬

라이드 교재, 홍보용 비디오 등 교육자료를 제작/활용, 교육효과를 측정. 

 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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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수렴회의 모델(consensus conference model) 시험, 공공과학과정 모델(public science 

process model) 시험 및 두 모델의 비교시험을 실시하고 개념 분석을 통해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실시. 

   - 이 조사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인

식, 방사선 조사식품의 적용에 대한 인식 및 방사선 조사식품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교

육 실시 후 일반인의 인식변화를 관찰하고 국민이해 증진방안 마련.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식품

의 안전성(건전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용 책자를 관(KFDA)/학(고려대)/산(그린피아 기술(주))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교육/공공기관/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

   - 방사선 조사식품의 전국민 대상 홍보효과 측정 및 홍보자료 제작[방사선 조사식품의 소

개 및 안전성 홍보용 소프트 다큐멘터리 상물(30분 분량)]하여 KBS '열린채널'(제목: 

식품저장의 미래-방사선 조사기술, 10월 12일)에서 방 .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관련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기술에 대한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인에게 방사선 조사기술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

   -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용  Homepage(www.mfb.co.kr)를 제작/운 으로 홍보활동 진행.

 라. 방사선 조사식품 신규품목 확대 및 법규 개정

   -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법규의 국제화와 실용화 확대를 위한 현행 국내 식품의 방사선 조

사기준 공전(법규)개정 및 신규식품품목 허가신청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

출(‘00. 10. 1),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03년 상반기 개정된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에 관

한 국내 법규가 마련될 것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식품 위생화 기술개발로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과의 단체급식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식중독 예방으로 공중위생 및 국민보건 향상.

2. 경제/산업에서 직․간접 생산성 향상 도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최근 미국

에서 E.coli O157:H7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년간 7,000∼20,000명이 피해, 그에 따른 경

제적 손실은 174.3 ∼ 467.7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또한 연간 4백만 ∼ 6백만명의 식중

독 발생, 경제적 손실은 약 65억 ∼ 3백억달러).

3. 국내에서 본 기술을 이용한 ‘01년도 식품류 수출금액은 총 약 2억달러(약 2,500억원)로 식품

의 위생화에 사용되는 화학처리방법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되고 있고 국가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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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식품의 방사선 

조사 법규개정과 신규품목확대 입법안이 ’02년 하반기 중에 확정되면 현재의 2배 이상(약 4

억달러, 5,000억원)의 식품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식품산업의 경

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방사선(RT)과 생명공학(BT)/나노(NT)기술과의 접목으로 개발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고

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기술은 1억$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로 국내 생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2,000억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규모

에서 관련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5.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확대 및 법규개정 확정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 국내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2001년 초반).

6.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및 실용화 확대를 위한 국내 제 

2,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현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

수는 3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7. 주요 수출용 식량/식품의 생물학적 품질보증 검역처리기술 확보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시

장성 확대의 활용.

8. 연구결과 개발된 요소기술의 특성과 실용성을 관련 기관 및 산업체와의 조사/정보교류, 실

증시험을 통해 산업화 타당성을 검토.

9.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위한 협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전.

10. 식량자원의 위생화와 식품 신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및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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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Techniques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 Securing national food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energy-saving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technologies by radiation

○ Establishment of method on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safety by 

development of alternative techniques of chemicals and foundation of the 

production of hygienic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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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es for value-added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by 

combin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RT), biotechnology (BT), and 

nano-technology (NT)

○ Establishment of protocol in quarantine treatmen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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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in international trade

○ Securing public information for enlarging the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s and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 company with performing safety 

evaluation of the irradiated food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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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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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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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urgently needs a new proces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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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methods using chemical fumigants and preservatives has been known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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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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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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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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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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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methods by 

radiation technology is critically needed.

 

 (1) Technolog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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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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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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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st W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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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re prerequisite. Thus comparison and 

understanding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food irradiation an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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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was adapte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aluation of safety from 

domestic research group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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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techniques for storage and 

distribution with microbiologically safe, pest-free, physico-chemically and sensorially 

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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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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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itional Jeotkal, the fermented seafood products in Korea, has defects on high salt 

for inhibiting growth of spoilage microorganisms during fermentation. To meet the 

consumers' requirement, however, new processing method on those traditional fermented 

foods with lower salt content is required.

▶ Soybean-fermented food items, which are pasteurized mainly by chemical preservatives 

or heat treatment, are also needed the new processing method to produce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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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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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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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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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itional methods introduced until now are not enough to eliminate or change 

the allergens in food effectively. Thus proper method to inhibit food allergy is 

needed. 

▶ Irradi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oligomers 

and monomers of chitosan and alginate. The technology showed more effective 

than enzyme or acid treatment because it is cost-effective. The oligomers or 

monomers production is simply controlled by changing irradiation dose, molecular 

weight and concentration of raw polymers, and concentration of acids used.

▶ International trade of irradiated foods will be increased dramatically. Thus 

effective control system of pests and microorganisms in quaranti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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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l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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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chemical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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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dities are also required.

 (2)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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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t processing procedure, and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techniques is 

needed to obtain the security of national food resources and to produce 

value-added food against the WTO system and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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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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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 and sanitization, traditionally, are more restric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efficiency, cost, wholesomenes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 and practical alternativ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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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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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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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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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operation 24 hours a day and another one is in test-run.

▶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lan against economic and productivity loss by 

food-borne diseases from pathogen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7,000 to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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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have been suppressed by foods contaminated from E.coli O157:H7 an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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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is estimated in Korea.

▶ Development of energy-saving core technique is required for export expansion and 

interna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of  traditional low salted and fermented foods.

▶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method of new functional resources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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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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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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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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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domestic industry.

▶ Traditional methods to produce anti-allergic foods have been found some problems such 

as high cost and restrictions in their use. Therefore, new safe and effective method 

should be developed.

▶ The market size of chitosan and alginate oligomer or monomer reached to 20 billion 

dollars in the world. Use of chitosan oligomer will be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area 

of the production of artificial skin or biologically functional materials. Presently, the 

market of chitosan reached up to 5 billion dollars in the U.S. Alginate also has many 

functions in human body. As a dietary fiber, the alginate accelerates movement of 

intestines and has a role in anticancner, cholesterol or other toxic compounds 

suppression. Presently, Korea exports raw materials for alginate to Japan and imports 

back as forms of the alginate oligomer or sodium alginate in an amount of 10 billion 

Korean wons annually.

▶ Energy-saving quarantine treatment is required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ency of 

our agricultural products and also quality assu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quality improvement and market expansion.

 (3) Social and 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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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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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ed to standardize quarantine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globalized marke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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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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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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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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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health. The use of those chemicals is prohibited or will be don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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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quality standard of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will be more 

restricted. The reason of enlargement of practical use of irradiation technology is 

now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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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standard, development of processing procedures for safe and wholesome 

foods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are urgently required.

▶ Especially, result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by radiation will be a very good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consumer understanding 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 Advanced technologies are required for reduction of salt content to enlarge the 

fishery industry and to produce safe and nutritionally adequate seafood products.

▶ New processing techniques of traditional fermented foods are needed to success our 

world famous and superior food cultures to our descendents.

▶ To overcome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food resources due to food allergy 

development of anti-allergic foods is required for enhancing consumption of such 

foods in company with development of various processed foods.

▶ It is necessary to have a well-balanced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for 

getting a better consumer understanding about using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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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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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 and sanitization for a long time, are more limited because of the problems 

such as efficiency, cost, wholesomenes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afe and practical alternative techniques on the basis of sound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acceptance of consumer for the technology is more 

important for practical use. Therefore, national campaign in the aspect of safety 

assurance of irradiated foods should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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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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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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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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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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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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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irradiated foods and contaminated foods by radioactive compounds but 

thought that those are psycologically same. Those misunderstanding should be 

solved befor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irradiation technology to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to be avoided of consumers' strong repulsion. 

▶ There are two strategies to conduct the enhancing consumer understanding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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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of irradiated foods. One is the use of mass media, which is very important today 

and the other is educational program in basic education sector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o develop those two strategies and to implement by 

step-wise research.

▶ The basic information was compiled from surveys composed of two target criteria, 

general adult population and teen-agers. From the basis of previous results, it is 

possible to develop the programs applicable to current mass media. In this project, the 

real action program will be created for various public relation activiti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technique of chilled and frozen 

seafoods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by gamma irradiation

 (1) Development of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technique for production of low salt 

Jeotkal,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seafoods, by gamma irradiation.

 (2) Development of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technique and reduction of salt content in 

soybean based fermented foods.

 (3) Quality improvement of seafood-base semi-dried food (IMF) by gamma irradiation.

 (4) Development of safe storage and distribution technique for other general foods.

2. Safety (wholesomeness) assessment in irradiated and chilled or frozen seafoods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1) Toxicological and nutritional safety assessment of irradiate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seafoods and soybean based).

 (2) Toxicological and nutritional safety assessment of irradiated and chilled or frozen 

semi-dried seafood products.

 (3) Comparison of safety and wholesomeness evaluation of irradiated fermented foods with 

low and high salt content.

 (4) Development of processing technique to reduce or eliminate toxic compounds in 

processed foods or traditional fermented food using RT and BT.

3. Development of processing technique to produce valued-added functional 

resources and new products for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using RT, 

BT, NT combination technology 

 (1) Development of the first technique in the world to produce, purify and process natural 

resources for food and public health related industry.

 (2) Development of food allergy reduction technique using RT and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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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velopment of processing procedure to produce highly functional monomer and 

oligomer form chitosan or alginate by gamma irradiation.

4. Establishment of elimination method of quarantine-related pests in exporting 

traditional herbs and spices and foundation of quality evaluation protocol and 

detection condition

 (1) Establishment of basic standardized information for optimum quarantine control system 

of exporting traditional herbs and spices.

 (2) Application of immunological method for detection of irradiated foods and its 

quarantin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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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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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2) Studies on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 through mass media.

 (3) Public relation activities for improving public understanding of irradiated food.

 (4) Enlargement of food items that can be irradiated by providing scientific data obtained 

and amendment of regulation for food irradiation.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sanitation,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processing 

technology for refrigerated/frozen seafood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1) Development of processing techniques of low salted and fermented fish and  

sanitation, and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technique using gamma 

irradiation

   -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test system for salted and fermented fish sold in 

Korea and compilation of the basic data for scientific research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 Developed 100% sterilization technique of the pathogenic microorganism related 

with traditional fermented fish and obtained prolonged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stability than existing preservation technique.  

   - In quality stability and processing quality tes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ow salted and fermented fish using gamma radiation, the sanitation 

and the preservation stability of salted and fermented fish such as anchov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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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were evaluated.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sensory quality after gamma 

irradiation were tested. Then the most suitable process of the gamma irradiation 

technique for traditional low salted and fermented fish is being established (in pilot 

scale production with Hansung Enterprise Co.). 

 (2)  Development of sanitation/low-salting and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techniques of traditional fermented food, soy sauce and soy bean paste 

using gamma irradiation

   - Establishment of the most suitable gamma irradiation procedure by the observation 

of growth changes of microorganism in soy sauce and soy bean paste as a basic 

research for the production of low-salted soybean paste and soy sauce using 

gamma irradiation.

   - Development of the 100% sterilization technique of the pathogenic microorganism 

related with soy sauce and soybean paste, and establishment of twice or more 

prolonged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stability than existing preservation 

technique.

   - Establishment of gamma irradiation technique applied for low salting and 

production/provisional manufacture of secondary food products (traditional 

soybean-based fermented food such as fermented soybean paste, ssamjang, red 

pepper paste, soybean paste) using soy sauce and soybean paste.

 (3)  Development of the sanitation and the high-quality technique of 

     refrigerated /frozen intermediate moisture seafood using gamma irradiation

   - Examination of the pathogenic microbial contamination related with refrigerated/ 

frozen and intermediate moisture seafood and establishment of the basic scientific 

data for the sanitation/preservation stability by confirming the lethal effect of 

gamma radiation.

   - Establishment of the procedure for the sanitation and the manufacture of high 

quality semi-dried seafood products by microbiological, physiochemical, sensory and 

storage stability test using gamma irradiation and its industrialization (collaboration 

with Pohang city). 

2. Evaluation of safety of gamma irradiated, refrigerated/frozen seafood an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1)  The toxicological and nutritional safety evaluation of gamma irradiated 

traditional fermented food (salted and fermented fish, soy sau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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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bean paste)

   - Confirmation of the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irradiate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by Ames test, micro-nucleus test, and chromosome aberration test.

   - Safety assurance of gamma irradiate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by subacute 

toxicological evaluation (by measuring lipo-peroxide and anti-oxidase activity in 

blood, liver, and endoplasmic reticulum) using the experimental animal.  

   - Confirmation of the nutritional/chemical safety (examination/detection of marker) of 

gamma irradiate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2) Evaluation of the toxicological/nutritional safety of gamma irradiated 

refrigerated/frozen semi-dried seafood

   - Confirmation of the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 irradiated refrigerated/  

frozen semi-dried foods by Ames test, micro-nucleus test, and chromosome 

aberration test.

   - Safety assurance of gamma irradiated refrigerated/frozen semi-dried food by 

subacute toxicological evaluation (by measuring lipo-peroxide and anti-oxidase 

activity in blood, liver, and endoplasmic reticulumn) using experimental animals. 

   - Confirmation of the nutritional/chemical safety (examination/detection of marker) of 

gamma-irradiated refrigerated/frozen semi-dried food.

 (3) Comparison of safety/wholesomeness between gamma irradiated, low salted 

and fermented foods and existing high salted and fermented foods

   - In comparison of safety/wholesomeness between gamma irradiated, low salted and 

fermented foods and existing high-salted fermented foods, the safety/wholesomeness 

of gamma irradiated, low-salted and fermented foods was predominant.  

   - Gamma irradiated low salted and fermented foods was confirmed to be safer than  

existing high salted and fermented food from the results of serum lipid/hepatic lipid 

and anti-oxidases activity.

 (4) Establishment of the theory with relation to elimination/reduction of toxic or 

undesirable materials from processed food or traditional fermented foods 

using RT and BT

   -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y for the elimination of carcinogenic nitrosamine in 

food, the destruction of carcingenic nitrosamine and its kinetics, and nitrosamine 

recondensation characteristics by gamma irradiation were studied using a model 

system and real food system, and the reduction and the suppression of nitrosamine 

in a model system sausage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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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pression of the formation of toxic biogenic amine formed in the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oduction by gamma irradiation was found. 

3. Development of value-added functional materials for the manufacture of food or 

public health products using RT/BT/NT combination technology

 (1)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for refining/processing/producing the noble 

natural materials for food/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using RT/BT/NT and 

technology transfer to the industry

   - Establishment of mass-producing techniques of novel value-added functional materials 

for food or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maximiz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ose materials using techniques for 

eliminating/refining/processing the natural botanical resources with elimination of 

unnecessary pigments and toxic matters of useful ingredients by RT/BT/NT.

   - The provisional manufacture/technology transfer (Kolmar Korea Co. Ltd., September 

21, 2002) of the functional cosmetic product and the promotion for foundation of a  

research institute-industry joint venture company. 

   -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manufacture highly functional 

monomers or oligomers of chitosan and alginic acid using gamma irradiation,  

manufacturing conditions of high quality monomer and oligomer were established by 

measuring molecular weights of chitosan and alginic acid high-molecule polymers, 

concentrations of high-molecule solutions, solubility of high-molecules by control of 

acidic solution concentration for determination of optimum limi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basis of these, establishing the technology to mass-produce monomer or 

oligomer from chitosan/alginic acid using gamma irradiation. 

   -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produce functional foods, 

development of separating/refining techniques to produce the functional dietary 

cellulose from ascidian tunic, a waste seafood byproduct, and the technology transfer 

to the industry (WITH ONE Co., April 25, 2002). 

   - Separation and application of collagen extracted from chicken feet, a poultry waste as 

a functional food protein materials. 

   - In the applicable research on gamma irradiation to improve the safety/function of food 

supplements, the confirmation of improvements on microbiological/physical/ 

chemical/histological/sensory qualities of the gamma irradiated natural sausage casing 

for value-added sausage manufacture.

 (2) Establishment of the basic theory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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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llergy and the step-forward research using RT and BT

   - Finding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structural alteration of food allergen,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allergenicity was found by the combined treatment with 

other food processing. The structural alteration of allergenic epitopes confirmed by 

clinical study in vivo. In particular, the synergic effect of combined treatment with 

common food processing (heating or pH control) on allergy reduction was 

confirmed.

   - Confirmation of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allergenicity based on the clinical study 

on the experimental animal and human patients in vivo  and establishment of  

optimum conditions to apply the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by the practical and 

actual proof-study for industrialization. 

4. Establishment of exterminating methods of quarantine organisms in herbs/ 

spices as a strategic export and the foundation of the quality evaluation and 

detection conditions in quarantine treatment

 (1) Establishment of the basic data for standardization to set up the optimum 

quarantine system for herb/spice as a strategic export

   - Establishment of the basic data for standardization to set up an optimum 

quarantine system using the commodity value evaluation of quarantine samples and 

the test to select detection conditions for the trade supervision such as preliminary 

transport test and quality evaluation, the screening of applicable detection method, 

confirmation of detection attributes by conditions, and the analysis of detection test 

results by items. 

   - Analysis of trade possibility of gamma irradiated model items by the optimization 

of supervisory conditions for quarantine organisms in the major agricultural 

products of the trade partner, the quality test for quarantine conditions between 

trade partners of modeling items, the standardization test of the detection method 

in customs procedure, the standardization test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onditions 

supervising the quarantine organisms. 

   - Establishment of the quarantine standardization data for the infrastructure to 

increase the trade of the gamma irradiated foods by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imports/exports and quarantine of the traditional herbs as a strategic 

export.

   - Evaluation of the quality stability and the trade possibility of quarantine items with 

various tests and analyses, including the susceptibility test by species of the 

low-dose (0.05∼0.5 kGy) gamma irradiation of the predominant vermin in 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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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the confirmation and sterilization test of the gamma irradiation sensitivity of 

quarantine organisms in ginseng, the test to compare the lethal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quarantine organisms, and the analysis of approval, use and validity of 

gamma irradiation on ginseng and dried fish.

 (2) Application of the immunological analysis for detection and quarantine control 

of the gamma irradiated food.

   - In the results of the distinction test using meat and shrimp as a model food in order 

to evaluate usability of the immunological analysis for rapid distinction of gamma 

irradiated foods,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immunological analysis can be used 

for a detection method for gamma irradiated foods since the antigen-antibody reaction 

of the gamma irradiated sampl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at of the control 

group.

5. Studies on "Program of Public understanding" on safety of the gamma irradiated 

food

 (1) Creation of the scientific program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of  gamma 

irradiated foods

   - The survey research with teenagers in the effect on exposure, impression, knowledge, 

behavior, attitude, and informativeness about gamma irradiated foods and the 

program to utilize mass media to improv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gamma 

irradiated foods. Evaluation of the educational effect using teaching materials such as 

slides, public relation video tapes, etc. 

 (2) Studies on public understanding of gamma irradiated foods in relation with 

mass media 

   -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of gamma irradiated foods by studies on consensus 

conference model test, the public science model test, and the comparison test between 

two process followed by the analysis of the general idea.

   - After education about the understanding of gamma radiation technology, utilization of 

"atomic energy" and "radiation", application of the gamma irradiated food, and changes 

of the gamma irradiated food, examining of changes in understanding and establishing 

of the program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3)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 improv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gamma 

irradia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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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ding debates on the safety of gamma irradiated foods with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consumer groups, and the public. 

   - Production of the public relations pamphlet for gamma irradiated foods in association 

with government (KFDA)/university (Korea University)/industry (Greenpia 

Technology Co.) and distribution to educational bodies/public institutes/consumer 

groups. 

   -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public relations for gamma irradiated foods on the 

people and production of public relations materials (the introduction of gamma 

irradiated foods and the soft documentary program for the safety of gamma irradiated 

foods (runtime about 30 min long). Televising these PR materials on "Open Channel" 

at KBS (title: the future of food preservation gamma radiation technology, October 12, 

2002).

   -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necessity and the superiority of the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over traditional processes by PR activities on the results of research 

related with radiatio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PR activities by production/management of world wide web homepage 

(www.mfb.co.kr).

 (4) Enlargement of new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nd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 In order to enlarge internationalization and practical utilization of gamma irradiated 

foods, submitting petitions to the KFD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related with food irradiation and for the approval of new 

food items for gamma irradiation (October 1, 2000). Effectuation of amended 

legislations related with food irradiation is expect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03 after 

the legislation announcement.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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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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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food sanit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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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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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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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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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ualties from food-borne disease outbreaks and 6.5 - 30 billion of economic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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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he amount of export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in 2001 was worth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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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lly prohibit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quality standard in international trade is 

getting stricter, it is expected that the export of foods would be increased twice or 

more and that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ood industry if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related 

with food irradiation and enlargement of new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re 

definitely settled in the second half of 2003. 

 4. Using the combination of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ith /BT/NT, the technolog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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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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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dollar of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more than 10 billion dollar of export.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would affect related industries in the world market of 

more than 200 billion dollar. 

 5. Settlement of the enlargement of the approval of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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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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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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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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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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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ies are using the technology in the gamma irradiation facility and has been 

increasing in number every year).

 7. Establishing the biological quality assurance and the quarantine treatment for major 

exporting foo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nlargement of the market.

 8. Evaluating the adequacy of industrialization by examination and the actual proof 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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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9. At the final steps,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fter the collaborated research with 

industries on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10. By the sanitation of food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using novel 

material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utilizing the technology as PR 

materials for the public about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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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최근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의 발전은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서

구식의 의식주생활 다변화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특히 편의제품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체들은 대량생산체제와 함께 고속 생산체제로 접어들

게 되었다
[1]
. 그러나 이들 산업에 있어서 대량, 고속 생산체제는 미생물을 비롯한 유해 유기체

의 오염기회를 보다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국내에 이들 가공제품의 생산시설과 위생처리 기술

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으로 유통과정 중 국민보건위생 문제와 막대

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은 물론 대외 수출 경쟁력에서도 크게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2]
.

   특히 식품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업체의 85%이상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

업장인 세업체들로 구성된 식품가공업소의 현황을 고려하면 유통기간 전면 자율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식품가공원료 및 제품의 유통과정 중 보존성을 높이고 수출물량의 

장기간 수송을 위해 화학 방부제 및 고독성 농약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수입국의 검역대

상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약품들 중 대부분은 그 잔류독성이 

문제시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보건상 위험노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다
[3]
. 

   더욱이 무분별한 화학약품의 사용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이 폐지된 현행 법규체제에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업체들에 의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

되기도 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통기한과 보존성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감시하고 지도단속 할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위생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기술개발 실상과 새로운 기술정보에 의하면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

보건관련 산업의 위생처리 기술분야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은 국민보건 및 경제적 파급효

과가 대단히 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건학적 안전성 및 품질 안정성 때문에 어떤 위생처리 

기술보다도 부가가치가 크고, 공정이 간편한 첨단화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4-6]

.

   따라서 WTO 체제의 지구촌 무역자유화 시대와 더불어 주요 가공 농․수․축산물 및 공중

보건관련 제품들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화 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국내에서 이

들 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

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

   방사선 조사기술이 산업화되기까지에는 현대과학의 모든 연구기능을 총동원하여 다른 어떤 

위생화 처리방법보다도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및 유전학적, 양학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 반세기 동안 선진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심도 있게 연구된 결과, 그 안전성

과 효과가 인정되어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8]
.

   유럽공동체(EU)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농․수․축산 가공품의 국제시장이 점차 확

대됨에 따라 자국의 식품가공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을 높이기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감마선 조사시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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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있어 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이 채택되고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도 감마선 조사기술과 위생화 처리기술이 국제 수준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다
[9]
. 

   따라서, 기술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기술의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과거의 보수적인 사고와 모방

적 개념을 조속히 탈피하여 국내에서 이들 산업이 수입업체와 위생적 품질면에서 대등한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 식량 및 공중보건제품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위해 안전성과 안정공급에 대처하고 

국가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공중보건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도록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 

RT)과 RT/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을 병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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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방사선 식품조사 이용기술 전반

 가. 국외 현황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IAEA/FAO 등 국제기

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이 주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및 위생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0]
.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용

은 매우 다양하며(표 1), 특히,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연

구개발과 관련산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0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에서 200여종의 식

품에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52개국에서 234기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인 조사시설도 약 20여기에 이르고 있다.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 조

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11]
.

       

표 1.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 응용분야

조 사 목 적
조사선량

(kGy)
대    상    식    품 조 사 효 과 비 고

저선

량조

사

발아, 발근억제

해충불임

0.05-0.15

(0.25)

감자, 양파, 고구마, 파, 마늘,

생강, 밤등 발아식품, 농작물 및

산림해충

저장기간 연장,

공급의 안정화,

무공해해충구제

저장해충 및 

기생충구제
0.15-1.0

곡류,콩류, 신선한 과일, 야채,

건조과일, 건조생선, 건조육,

돼지고기, 대추, 야자, 카카오

육류 기생충 방제 등

저장기간 연장,

위생화,유통확대

사료원료

포함

숙도지연 0.5-2.0

바나나, 파파야, 망고, 

아스파라가스 등 신선과일,

야채, 버섯 등

유통확대,

저장기간 연장

중선

량조

사

부패균, 병원균

살균(1)
1.0-10

생선, 딸기, 농수축산물 및 이들 

가공품, 냉동새우, 냉동개구리다리 및

냉동식품, 가금육 등

위생화,

저장기간 연장

사료원료

포함

식품특성(물성) 

개선
1.0-10

건조곡류, 야채(가공/조리시간단축),

위스키(숙성촉진), 포도쥬스(수율향

상), 생약재등 유효성분추출율 향상,

변성전분 생산 등

가공에너지절약, 생

산성 향상

고선

량조

사

식품소재,첨가물 

살균(2)
3.0-50

향신료 및 조미료, 건조채소류, 

효소제재, 천연 검류 등

위생화,최종가공 

제품 안전성확보,

저장기간 연장

포장용기,

와인용

코르크

살균(3)(약간의 

가열도 병용함)
3.0-50

축육, 가금육, 수산가공품,

환자식사, 우주식 등

위생화,

저장기간 연장

실험동물

사료,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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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Committee에서는 ‘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

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2]
. 특히, EU를 중심으

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일부 방법들

은 실증단계에 도달했으며,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나. 주요 국가별 현황

  (1) 국

  ▶ 방사선 식품조사에 보수적이었던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한 EO gas 처리 허용기간을 1991

년 1월 1일로 종료시키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과실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

료, 조미류, 생선, 어패류, 및 닭고기에 대해 허용선량까지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 다.

  (2) 미국

  ▶ 농무성(USDA) 식품안전검사부(FSIS)에서는 가금육에 대하여 식인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1.5 kGy∼3 kGy의 상업적 조사를 승인(1992년 10월 21일)하 다.

  ▶ 아폴로 우주 비행사 식사공급을 위해 감마선 조사로 살균된 식품을 우주식품으로 인정하

고 우주식품의 HACCP 프로그램에 감마선 조사살균방법이 채택되었다.

  ▶ 플로리다주의 식품조사시설에서는 1992년 1월부터 양파, 토마토, 딸기, 오렌지, 쥬스,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업적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

다.

  ▶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 가금육에 대한 상업적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 조사 닭

고기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및 식품첨가물 중 4만톤 이상이 매년 감마선 조사되고 있다

(L.A. Times '98. 3. 15). 

  ▶ 클린턴 대통령의 식품질병예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H7 및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

가하 고(1997년 12월 2일,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에 잔

존하는 미생물을 박멸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를 승인하 다(‘99. 12. 23, 02. 2. 시행).

  ▶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콜로라도 박스드비프(CBB)사는 최근 Food Technology Service사와 

연간 4억 파운드(약 18만톤) 쇠고기에 조사처리 판매 계약을 체결하 고, 월마트 등 대형 

슈퍼마켓에서 감마선 조사육의 판매를 개시하 다.

  ▶ 표 2는 미국 FDA로 부터 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식품품목으로 미농무성은 2002년말까지 

미국내 모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

용을 승인하 다(200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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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FDA로 부터 허가된 방사선 조사식품

식       품 조 사 목 적 허용선량(kGy) 허가일자

  및 가루  해충 구제   0.2 - 0.5 1963.  8.  1.

 감자  저장기간 연장  0.05 - 0.15 1965. 11.  1.

 향신료 및 건조채소

 조미료
 살균, 해충 구제 30 1983.  7. 10.

 건조효소  살균, 해충 구제 10 1985.  6. 10.

 돼지고기  기생충 구제 0.3 - 1.0 1985.  7. 22.

 신선과일  숙도지연 1 1986.  4. 18.

 건조 aromatic

 vegetable 물질
 살균 30 1986.  4. 18.

 가금육  병원성미생물 살균 3 1990.  5.  2.

 적색육  병원성미생물 살균
냉장육 : 4.5

냉동육 : 7.0
1997. 12. 2.

  (3) 일본

  ▶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 및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증가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대장균 O157:H7의 

발생으로 인해 현재 일부 식품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에 대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다.  

  

  (4) 중국

  ▶ 중국의 경우 IAEA에 공식보고된 감마선 조사시설은 11개소이지만 실제 성(省) 단위에서 

관리되는 30만 큐리(Ci) 용량의 감마선 조사시설은 48개소(95년 현재)이며, 30만 Ci 이하

의 시설까지 합하면 154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조사처리량은 149,000톤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국제교역량은 수 십만톤에 이르고 있

다고 판단되며, 국제적으로 대외적인 공개를 꺼리므로 정확한 전국적인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5) 러시아

  ▶ 매년 약 400,000톤 이상의 곡류가 조사 처리되고 있다.

  (6) 프랑스

  ▶ 약 7만톤 정도의 가금육이 매년 처리되고 있으며 그밖에 개구리다리, 치즈, 혈청, 향신료 

등이 대량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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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품조사 허가국가 및 목적별 허가품목수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아르헨티나 13 멕   시  코 102

방 라데시 21 네 델 란 드 19

벨  기  에 11 노 르 웨 이 3

브  라  질 27 파 키 스 탄 87

이  집  트 4 필   리  핀 3

캐  나  다 7 폴   란  드 5

칠      레 20 남아프리카공화국 89

중      국 23 스   페  인 2

쿠      바 18 시   리  아 20

체      코 2 태       국 25

덴  마  크 2 터  어   키 92

핀  란  드 2        국 43

프  랑  스 41 우 루 과 이 1

헝  가  리 13 미       국 47

인      도 23 배   트  남 8

인도네시아 22 유       고 23

이      란 1 일       본 1

이 스 라 엘 47 한       국 15

이 탈 리 아 6 러시아연방 52

코스타리카 12 우쿠라이나 47

크로아티아 72 가      나 172

    

WHO/FAO/IAEA, 

CODEX
모든 식품허가

                      (IAEA, 2000. 5.)

 

  (7) 기타

  ▶ 우크라이나, 방 라데시, 태국, 멕시코,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

백만톤의 곡류 및 향신료가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살충, 살균을 목적으로 조사 처리되

고 있다.

  ▶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요국가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

에, 프랑스, 중국 등이 있다(표 3).

  ▶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톤 이상의 

식품이 조사처리되고 있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된 바 있으나, 현재 미보고된 국가나 업체

들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수 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핵 청정국가인 호주는 자국내 동식물의 안전 검역을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전면 수용

하 다(2002년 2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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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현황

   국내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지원한 중소기업(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

에 의해 198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상업적 다목적용 방사선 조사시설(60Co, 640 kCi)을 준공, 

현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조사식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7 - 1995년 사이 3

차례에 걸쳐 총 13개 식품품목군의 방사선 조사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식품

류의 상업적 방사선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1]
.

   최근 건조식품(향신료 등)에 대한 etyhlene oxide 훈증처리가 금지된 후(1991년 7월 1일) 본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

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

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15]
. 또한,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 방법

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내․외 식품산업에서 식품조사처리기술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기존 검역관리 및 저곡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사용하고 있는 methyl bromide 등이 오존층 파

괴물질로 규정되어 몬트리올 환경협약에 의해 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20% 감축하고 2015년 

전면 금지키로 하 으며, 선진국의 경우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하여 그 대체방법으로 감마선조사의 이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 수요는 크게 늘

어날 전망이다
[16]
. 

   기존 살균제나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들이 인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신경장애는 

물론 발암성까지 일으키므로 그 이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으

로 방부제 첨가된 식품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말상태의 원료나 가

공식품과 냉동․냉장식품은 살균처리에 있어 현재의 방법으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살균처리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균공정이나 무방부제 제품 생산에 있어서 필수 불가

결한 방법으로 감마선 조사처리방법이 선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로 판단된다. 

 라.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전망

   현재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이용확대 전망은 국내․외의 추세로 볼 때 잠재력이 크게 기

대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식품의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화학훈증제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되고 있

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식품조사 시설은 의료용품, 화장품류, 식품포장용기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현재 세계 45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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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기 가동),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셋째, 소비자들은 식품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요시할 것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원료를 주로 수입하여 가공되는 편의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하여 높은 수요를 보일 것이므로 새

로운 식품가공, 저장 및 위생화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식품가공, 

저장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

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 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생

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

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젓갈 및 장류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가공 및 위생화 기술

 가. 국외 연구현황

   젓갈과 장류는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조미식품으로 사용되는 발효식품으로 기호

도와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4). 

   지금까지의 젓갈과 장류의 선도유지 및 위생화 방법은 고염발효, 저온유통, 보존료첨가, 열

살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염식이의 건강위험, 품질저하(색택, 기호도 등), 비용상승 등

의 문제점이 많았다(표 5). 

   특히, 고염식이의 문제점 해결과 기호도 향상을 위하여 첨가물처리, 저온숙성과 같은 방법

으로 저염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보존성의 문제로 상용되지 못하고 있다
[17]
.

   젓갈과 장류는 조미식품으로서의 품질특성이 우수하나 발효과정에서 유래된 미생물이 평균 

10
5
 CFU/g 이상으로 분포하여 가공제품으로의 활용시 필수적으로 살균처리를 요한다(표 6).

표 4. 젓갈과 장류제품의 종류

구분 국가 제품 비고

젓갈

한국 젓갈, 식해
수산물을 원료로 

한 발효식품
일본

동남아시아

Shiokara, Narezushi, Ngapi, Prahoc, Nam pla deak, Budu, 

Pra la, Shajiang, fish sauce

장류

한국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쌈장
곡류, 두류를 

원료로 한 

발효식품

일본 Miso, Shoyu, Natto

동남아시아
Kecap, Ketjap, Temphe(인도네시아), Meitauza, Sufu(중국), 

Tao-si (필리핀), Dhokla, Dosai, Idli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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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존의 젓갈과 장류의 보존 및 위생화 방법과 특성

기존의 방법 기존방법의 특성

고염발효법
․20% 이상의 고염에서 발효

․고염식이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

저온유통법
․Cold Chain System에 의한 유통 

․유통의 제한, 유통비용의 상승

보존료첨가

․소르빈산, 안식향산, 알코올 등을 첨가 

․발효미생물을 살균하지는 못함

․첨가물의 유해성 및 품질(기호도, 색택) 저하 

열살균
․내열성 곰팡이포자 및 세균의 내생포자 살균 미흡

․제품의 품질(기호도, 색택) 저하

표 6. 젓갈 및 장류 발효 미생물

구   분 주요 발효 미생물 속

 곰팡이 Aspergillus, Mucor, Rhizopus, Absidia, Scopulariopsis

 효모 Saccharomyces, Hasenula, Candida, Pichia, Torulopsis

 내열성 세균 Bacillus (subtilis, natto, megaterium, licheniformis)

 산생성 세균
Lactobacillus, Leuconostoc, Streptococcus, Pediococcus, Micrococcus, 

Staphylococcus

   따라서, 젓갈과 장류의 위생화 및 저염화에 방사선 조사기술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나. 국내 현황

   젓갈과 장류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위생화 기술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적이 

없고, 다만 분말스프 등에 첨가되는 분말상의 된장이나 청국장을 포함하는 혼합조미료의 방사

선 살균에 관한 특허가 있으나 이는 수분의 함량이 최소 50% 이상인 젓갈 및 장류 발효제품

과는 구분된다
[18]
. 

   국내 젓갈과 장류의 소비수준은 자가제조와 공장생산 제품을 포함하여 젓갈의 경우 연간 

약 20,000 여톤, 장류의 경우 약 400,000톤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금액으로는 각각 3,000억원

과 7,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
. 

   과거에는 젓갈과 장류가 자가제조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점차 산업적

인 대량생산과 유통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발효식품의 산업적 장기유통에는 미생물의 제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화학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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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첨가, 열처리, 고염첨가, 저온유통과 같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고염식이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위해, 품질저하,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고염식이의 문제점 해결과 기

호도 향상을 위하여 첨가물처리, 저온숙성과 같은 방법으로 저염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보존

성의 문제로 상용되지 못하고 있다
[19]
.

   젓갈과 장류는 조미식품으로서의 품질특성이 우수하나 발효과정에서 유래된 미생물이 평균 

10
5
 CFU/g 이상으로 분포하여 가공제품으로의 활용이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발효식품의 기호성과 기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젓갈과 장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존성 및 

가공성의 제한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유입된 젓갈과 장류의 미생물을 사멸하여 보존성

과 가공의 편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예가 없으므로 젓갈과 장류의 위생화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조사에 따른 제품의 품질변화, 안전성평가, 산업화 공정에 따른 문제점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표 7).

표 7. 젓갈 및 장류의 방사선 조사 연구 방향 

항  목 주요 연구분야 및 방법

조사에 따른 

품질변화 

▸ 젓갈 및 장류제품의 미생물변화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완전살균 기준 확보

 ․내열성, 방사선 저항성이 큰 Bacillus의 포자살균이 목표

▸ 젓갈 및 장류제품의 일반성분 변화

 ․ 양성분 및 정미성분의 변화 연구

 ․산화도, pH, 색상 등 보존성 관련 성분의 변화 연구

▸ 젓갈 및 장류제품의 기능성 변화

 ․항산화성, 효소활성 등 생화학적 기능성의 변화 연구

▸ 젓갈 및 장류제품의 관능평가

 ․식이방법에 따른 제품의 관능특성 변화 연구

저염화

▸ 저염젓갈 및 저염장류의 가공 및 보존기술 개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새로운 저염가공기술 개발

 ․기존의 저염화 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존기술 개발

용 기

▸ 젓갈 및 장류 포장용기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효율 및 안전성 평가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lene, polycarbonate, 주석관, 알루미늄 등  

▸ 젓갈 및 장류 포장의 serving size에 따른 효율 및 안전성 평가

공정화

▸ 상기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젓갈 및 장류의 각 품목군별, 제품별 감마선 조사 규

격기준의 설정

▸ 젓갈 및 장류의 감마선 조사 산업화 공정모델 설정

▸ 감마선 조사 젓갈 및 장류의 2차가공제품 개발 모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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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안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공인되고 우수한 살균 및 

보존성효과를 갖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젓갈과 장류제품에 적용한다면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품질규격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 분야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3.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건전성) 평가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건전성(안전성) 문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

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식품의약품국(FDA)등 국제기관과 국제 학술단체에서 식

품의 보존/위생화 수단으로 그 건전성을 공인하 다
[6]
.

▶ 1961 : 벨기에 브뤼셀에서 IAEA, FAO, WHO가 공동으로 조사식품의 건전성 평가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가 소집되었고, 2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조

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3개 국제기구로서 식품조사

공동전문위원회(JECFI)를 설치키로 하 다. 

▶ 1969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FAO, WHO, IAEA 공동전문위원회는 특정 선량까지 조

사한 감자,  및 가루제품을 허가하 다.

▶ 1970 : FAO, IAEA 및 OECD는 WHO의 권유에 따라서 조사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광범위

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조사분야 국제과제(IPFFI)를 신설하 다. 24개국이 본 과제에 참

여하여 12년간 연구가 계속되었고, 조사식품중에 방사선조사 때문에 발생된 발암성 물질이

나 기타 독성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

▶ 1976 : 특정 선량까지 조사된 5종의 조사식품(감자, , 파파야, 딸기, 닭고기)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 회의에서 무조건으로 허가되었고, 4종의 조사식품(양파, 쌀, 신선대구 및 

연어)이 잠정적으로 허가되었다.

▶ 1980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는 더 많은 연구 및 실험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평균 10 kGy(kilogray = 백만 rad) 까지 방사선을 조사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장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 다.

▶ 1982 : FAO 및 WHO의 요구에 의해서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국제미생물학회의 식품위

생연합은 식품조사의 안전에 관한 증거를 재확인하 으며, 동 위원회는 JECFI의 결정을 인

정하면서, 식품조사는 건강에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1983 : JECFI의 추진내용은 식품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정하는 기구인 

FAO/WHO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동 추천 내용을 일반규격기준의 조

사식품규격으로 흡수시켰으며,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설 운전지침으로 발표하 다

(CODEX  GENERAL STANDARD).

▶ 1984 : 20개국 이상이 FAO, WHO, IAEA  후원하에 식품조사 국제자문기구를 조직하여 조

사식품에 대한 국제교역, 경제, 규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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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미국 FDA는 수십년간의 연구 및 실험결과에 따라서 과채류의 저장기간 연장과 살

충 목적으로 특정선량까지 광범위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하 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세계시장에 대한 미국의 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 단계로 평가된

다. FDA는 과채류 및 향신료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 고(1983), 이어서 돼지고기, 감자,  

및 가루의 조사를 허가한 바 있다. 구주공동체 과학분과위원회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한 동물시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인정하 으며, 1980년의 JECFI의 

결론을 인준하 다.

▶ 1988 : 스위스 제네바에서 FAO, WHO, IAEA 및 국제교역센터(UNCTAD)/GATT 공동으

로 개최된 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성, 규제 및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 약 80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식품조사에 대하여 소비자와 교역의 전망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 다. 

▶ 1992 : WHO에서는 IOCU(국제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최근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

면서 식품제조기준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면 양학적으로나 미생물학

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 1992 : 안전한 식품의 조리를 위한 WHO의 황금율(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감마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닭, 새고기)를 선택

하여야 한다.” 라고 발표하 다. 

▶ 1997 : 고선량 조사에 관한 WHO/FAO/IAEA(제네바, 1997년 9월 15∼20일) 공동전문가 자

문위원회에서 “50년 이상에 걸쳐 평균 75 kGy(10∼100 kGy) 고선량 조사된 식품의 안전성

을 연구한 결과 미생물학적, 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양적으로 충분하

다.”라고 발표하 다.

▶ 미국 FDA로부터 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식품품목으로 ‘97년 12월에 쇠고기를 비롯한 적색

육의 방사선 조사허가가 추가되었고, 미 농무성은 육류의 방사선 조사를 ’99. 12. 14일자로 

승인하여 ‘00. 2. 22.부터 본격적인 방사선 처리 및 판매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

은 종류의 식품품목들이 허가될 전망이다.

▶ 1990∼1995 : 국내에서도 특산품인 인삼제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의 안전성 연구가 4개 연구

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원광대학교 의

과대학)에서 공동으로 6년간 수행하여 양학적, 미생물학적, 약리효능 및 유전독성학적 안

전성을 입증하 다. 

▶ 1997. 7∼현재 :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림대, 원광대, 고려

대, 서울여대 공동으로 방사선조사 축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양학적,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입증 및 장기독성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방사선 이용은 주로 식량자원의 저장 및 위해 안전성 확보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분야 즉, 유해성분 저감, 항알러지 식품 및 기능성 신

소재 개발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
.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safety), 편이성(convenience)과 가치(values)를 중요시하

며 이러한 요소들은 식품의 선택기준과 직결되고 있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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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으로 식품의 가치와 bioavailability의 상

승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방사선 응용의 확대는 RT/BT의 접목 및 활용 저변화로서 

새로운 기술분야의 개척을 의미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독성물질 및 유해물질 제거, 저감

화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적용분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마선을 이용한 식품 내 불용․독성물질의 제거 및 저감화 기술개발 또한 세계 최초로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논문을 배출하고 있으며 기초적

인 연구를 끝내고 분자화학적 메카니즘 규명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초기반기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부분은 여러 식품류, 담배, 맥주 및 유아용 젖꼭지 등 공중보

건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nitrosamine과 biogenic amine류의 방사선 조사

에 의한 radiolysis 메카니즘과 실제 식품 적용 시험에서 방사선 조사가 이러한 발암물질들의 

결합을 끊어주어 식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인 alcohol류나 NO가스 등으로 변환되어 

식품에서 더 이상 발암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1]
. 

   어류, 육류 및 그 가공제품의 저장, 조리 중에 형성되는 heterocyclic amine(HAs)은 약 20

여 종류가 있는데 food poisoning 증상유발과 발암성을 나타내어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

으며, 어․육류의 선도 indicator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보고는 어․육류의 

HAs 종류, 함량조사 및 조리방법에 의한 저감화 정도만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HAs는 저장

동안의 선도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육류의 shelf life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

사선 조사에 의한 저장성 및 신선도 유지는 어․육류의 HAs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방사선 조사된 어․육류의 화학적 안전성 확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발효식품 및 채소가공제품의 새로운 위해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biogenic amines(BAs)에 대

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함량보고, 관련미생물 탐색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성억제연구로는 

BAs 비생성 미생물의 starter 이용, 저온발효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

사선 조사에 의해 초기미생물 제어로 발효식품의 BAs 생성억제 및 BAs 자체의 radiolysis 여

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방사선 이용 식품 신소재 개발 및 가공공정 개선기술

   식품산업도 첨단정보 및 생명공학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수천

년 역사를 통하여 내려온 우리 식습관의 일대 혁명이라 불릴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우

리의 식탁도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의 하나로 

Artificial Flavoring 기술을 꼽고 있으며, 이 기술과 식품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신

개념의 식품들이 쏟아질 차비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 사고 구조적으로 생각하기 어

려운 즉, “사과냄새가 나는 딸기”와 같은 식품을 생산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기술은 국제

적으로 두 갈래로 진행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천연, 전통식품을 지켜나가는 것과 양과 

맛을 겸비한 더욱 간편한 식품의 개발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는 간

편하게 알약을 통하여 입안에서 원하는 풍미를 내고 체내에서 소화 흡수될때까지 만복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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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여주는 간편 대체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정도의 특수 간편식은 아닐지라도 방사선을 

이용한 완전멸균을 통하여 냉장고가 아닌 실온보관용 식품의 보다 많은 개발로 비상 및 레저

용으로 소비자 기호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대비 식량자원 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러

한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식품․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은 각 국에서 국가주도 연구체계를 갖추고 매우 빠른 속도

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공

학의 비약적 발전은 유전자정보의 조작으로 포유류의 cloning, 특정 질병에 책임이 있는 유전자의 

확인, 유전자치료의 시도 등을 가능하게 하 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성질의 기술을 복합적으로 응

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컴퓨터과학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식탁에서 우주항공산업까

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분자구조 수준에서 물질의 물리화학적 구조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식품의 가열공정 성패여부, 위해독성의 평가, 품질관리, 특히 저

장시험, 소비자 반응분석, 식품제조 후의 simulation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식음료의 제

품설계, 보완, 그리고 마켓팅 결정(decision-making)까지도 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능성식품 및 소재를 21세기의 식품․생명공학 산업계를 주도

할 품목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 식품소재로부터 생리활성이 있는 단일 유효성분 개

발, 식품의 생체조절기능 해석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 증진 소재는 식품으로 섭

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치아관리나 cosmeceuticals(섭취했을때 피부, 머리카락, 눈, 손톱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 음료수 또는 보충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서, 식품시장은 이

제 스포츠 양, 치아 치료, cosmeceuticals와 눈 건강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접

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성식품 원재료 수요증가에 따라 안전한 저장․유통 및 새로운 

식품가공법 즉, 고압(high pressure processing), 전자기법(electromagnetic techniques), 상승효

과(synergy-based techniques) 등 식품 본래의 성상에 최소효과를 주고 원하는 식품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의 보편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사선기술도 21세기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만드는데 주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다
[20]
.

 가. 방사선 이용 천연추출물로부터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분야

   최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인공화합물들은 그 안전성 등의 문

제로 점차 사라지고 있고, 녹차, 감초, 감잎 등 천연식물류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이들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한 식물을 원료로 한 소재로 이동되고 

있어 고순도, 고농축의 자연 유래 소재 개발과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3]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생산기술은 녹차를 비롯한 국내 천연식물자원으로부터 항산화, 

항노화, 미백효과 등 여러 생리작용이 확인된 기능성 천연화합물을 추출, 가공하여 화장품, 식

품, 의약품 등 각종 공중보건제품의 고부가가치 원료화합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천연화합물

을 화장품, 식품 등 공중보건산물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리활성을 유지하

면서도 제품에 첨가시 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색, 무미, 무취의 상태로 정제

하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까지 국내 천연자원의 우수한 기능성을 확인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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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산업적 이용이 제한된 것은 바로 이 정제기술의 문제점 때문이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원료용 천연화합물을 외국으로부터 고가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 조사기술

을 이용하여 천연화합물(폴리페놀, 폴리펩타이드, 폴리사카라이드 등)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생리활성을 상승시키고 또한 산업적 사용의 가장 큰 제한요소 던 내추럴 케미컬의 불필요한 

색소와 잔류농약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 고농도의 천연화합물을 나노사이즈로 캡

슐화하여 효과의 지속성과 피부침투력을 높이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24]
.

   현재 세계적으로 천연화합물 시장은 100억$(약 13조원)이고 매년 부가가치를 높인 원료들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본 기술은 곧바로 상업화가 가능하여 연간 1억$(약 1,300억

원) 이상의 국내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성 식품과 대비하여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생리활성이 강조된 화장품 

또는 기능이 강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국내 화장품법(제 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피부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엷게 하는 미

백 화장품, 주름개선 제품, 일소방지용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2천 7백억원으로 화장품 총매출 3조원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피부 미백 화장

품은 5백억원으로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하얀 피부

를 갈망하는 동아시아 및 다른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미백 화장품이란 피

부에 과도한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하여 

기미나 주근깨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하

는데 피부색이 검고 칙칙해지는 원인은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색소 형성세포에서 자외선, 여성

호르몬 불균형,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필요이상의 멜라닌 색소가 과잉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 원인균을 제거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경우 부작

용이 심하고 균 제거 이외에도 정상피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부작용 없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소재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 

   천연소재로는 녹차, 우롱차, 감초, 감잎, 상백피, 뽕나무, 소나무잎 등의 천연자원, 인동, 울

금, 인삼 등의 한약자원, 버섯, 깻잎, 상치 등 채소류, 메  등 곡류,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류, 

톱밥, 겨, 난각, 과일껍질, 볏짚, 멸치똥 등의 농수축산 부산물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항산화, 

항노화, 항균, 항알러지, 항암, 면역증강, 조혈증진, 피부미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높은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의 소재로 쓰이기에 충분한 효능

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부산물류는 환경오염 및 부산물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막

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폐․불용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
. 

 나.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알러지 저감식품 생산기술 개발

   현재까지 약 160여 종의 식품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는데, 1995년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의 보고에 의하면 갑각류, 생선, 우유, 계란, 가루, 대두, 땅콩 

및 나무콩(tree nut) 등 8종류의 식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표 8)
[25]
.



- 16 -

표 8. 주요 알러지 유발식품과 allergens

식품명 주요 allergen 비고

땅콩*  concanavalin A-reactive glycoprotein

콩류  trypsin inhibitor, β-conglycinin, glycinin, 20 kDa 

완두  albumin (1.8 kDa)

우유*  β-lactoglobulin, α-lactalbumin, caseins
양, 산양, 염소젖 

포함

난백*
 ovomucoid (Gal d I), ovalbumin (Gal d II), conalbumin (Gal d 

 III)
모든 조류의 알 

포함
난황*  lipoprotein livetin, apovitellenin I, apovitellenin VI

대구  allergen M (Gad c I), a parvalbumin, 12, 19, 37 kDa

새우*, 게*, 가재
 antigen II (tropomyosin, 34 kDa), transfer ribonucleic acid,   

antigen I (9 - 20 kDa),

대부분의 갑각류 

포함

 albumins, globulins

쌀  gluten fraction, albumin (14 - 16 kDa)

메 *  trypsin inhibitor, 24 kDa, 17, 19, 22, 31, 35 and 55 kDa

감자  16 - 30 kDa (Unidentified)

복숭아  30 kDa (Unidentified)

파파야  papain

  

* 한국인에게 주로 발생되는 알러지 유발식품임.

   식품 알러지는 ‘전신적인 알러지 반응’이며, 아나필락시스 쇽(anaphylaxis shock)과 같이 임

상 증상이 위중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식습관과 환경의 변화로 식품알러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면역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면서 일반인들

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 알러지의 치료로는 원인 식품을 모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

한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균형있는 양의 공급과 바람직한 식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는 원인식품을 피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은 아니다
[26]
.

   식품알러지를 억제하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까지 보고된 방법들은 우유에 국한

하여 allergen들을 효소적 가수분해하여 면역성과 항원성을 없애 식품에 첨가하는 기술이 개발

되어 이용되고 있고, 알러지 유발 곡류 등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인단백질을 제거하거나 변형

시킨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효소를 이용한 방법은 구성단백질이 거의 분

해된 상태로 이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식품학적 물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단지 가공식

품의 첨가물로서 일부분만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7]
. 

   지금까지 알려진 allergen들은 열처리에 매우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가열처리에 의

한 항원성의 상실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알레르기를 없애기 위해 과도한 pH의 변화

와 이온강도를 조절하더라도 항원성을 없애기는 매우 어려우며, 식품의 물성 및 풍미를 해치기 

때문에 그 이용에 한계가 있다.

   최근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구조변화를 야기시켜 단백질의 항원성을 변경시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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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고 있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단백질 항원의 구조 변화를 통해 allergen과 IgE의 

결합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
[28-30]

. 대부분의 알러지 유발식품들은 위생화 및 저장 안정성 확보

를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식품군에 속하지만, 알러지 억제를 위한 최적 적용선량 및 

처리 방법 등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로는 원인 식품을 모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균형있는 양의 공급과 바람직한 식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원인식품을 피하는 것만

이 문제해결은 아니며, 식품알레르기를 억제하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발식품을 효소적 

가수분해하여 면역성과 항원성을 없애 식품에 첨가하는 기술이나 유전자 조작에 의한 원인물

질의 제거 및 변형 등을 이용한 방법이 소개되었으나, 넓은 범위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고비용과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표 9).

   국내외적으로 그 안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공인되고 있는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을 항알러

지 식품 개발에 적용한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안전성, 기생충 억제, 저장

기간 연장, 관능적 품질개선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식품알러지 유발가능성이 제거된 식품 생산

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는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에 기초한 산업화 기반 연구가 확대될 

추세이다. 이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확대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용성 및 제품자체의 기

호성 저하 등 몇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시 되며, 이 연구를 통하여 식품알러지

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통하여 식품의 이용확대 및 소실자원 활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

엇보다도 식품알러지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좀더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9. 항알러지 식품 개발에 대한 국내기술현황 및 문제점

국  내  현  황 세    부    사    항

기 존 의 방 법
▸ 우유에 대해서 효소 이용 원인단백질 제거

▸ 적용식품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다양화가 불가능 

방사선 이용법 ▸ 전혀 연구가 안된 실정

국내 식품알러지 

환자 발생율 

증가

▸ 현재 식품 알러지 환자는 전체 인구의 7% 정도 → 식생활 및 환경의 변화로 증가 

추세

▸ 식품알러지로 인한 유아 및 소아의 패혈증 및 사망률 증가 → 대체식이 및 억제 

방법 필요

▸ 성인의 경우 원인식품 기피현상 발생 → 국민보건 및 산업체 생산성 저하

식품알러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식품알러지의 위험성과 질병으로서의 인식이 필요

▸ 국민보건 증진 및 식량자원 이용성 증대 필요

▸ 다양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성장기 어린이의 양 공급에 기

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기       타

▸ 국제적으로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건전성 및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E. coli serotype O157:H7 - 균에 대한 위생화 방법으로 식품조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되어짐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항알러지 식품개발에 대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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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올리고머 생산기술 개발

   인구증가, 무역의 세계화, 저개발국가를 위시한 국민 일인당 소비 에너지 및 식량의 증가

로 인한 지구 자원의 유한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자원의 이용이 증가

됨에 따른 환경보전이라는 상대적 범위가 이슈화되고 있다. 생명공학, 재료공학 및 컴퓨터과

학기술은 과학적 원리에 입각한 센서(sensor)나 예측모델을 가능하게 하 으며, 가열공정, 고

압, 방사선 등의 여러 가지 전자기 스펙트럼과 clean-room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병용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품질보존,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을 부여하는 식품유통체계는 다양한 sensing 기술을 포장재나 저장시스템에 도입하

여 달성할 수 있다. 식품내 항산화제의 저장기간 중 유출 조절, pH 조절, 항균 제제 등이 포

장재에 삽입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포장재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31]
.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하고 부산물의 재활용기술을 높이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식품생산 

및 가공기술이 개발되어 환경보전을 통한 미래의 지구를 지켜야 한다. 폐․불용자원으로부터 

기능성 및 약효 함유 신소재를 개발한 후 잔류하는 polysaccharide 계열의 화합물을 이용하여 

식이섬유, 기능성 올리고당 및 단당류를 제조하여 음료수, 건강보조식품 등의 소재로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다. 기능성 올리고당은 체내에서 대사가 어려워서 칼로리화 되지 않고 충치를 

예방하며 장내 유용세균의 증식인자로 이용되는 등 생리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물성면에서는 설탕에 비해 저감미로 비발효성, 보습성, 난흡습성, 청량감 부여, 침투성, 수분활

성 저하, 감칠맛 보강, 갈변 방지 등 여러 효과가 발견되어 현재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올리고당 소재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으

로 인한 효소생산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분리정제기술의 확립에 따른 것으로 특이적으로 

어떤 중합도의 올리고당을 생성하는 가수분해 효소와 특정 위치에 작용하는 당전위효소의 이

용기술 등의 발전으로 대량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할 때에도 물리적 배열이나 높은 수준의 고분자일 경우 효

소의 침투 자체가 어려워 많은 폐․불용 소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산, 알카리 등의 화

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후 효소처리하여 올리고당을 제조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

하여 물리적 성질 또는 소재를 저분자화하여 공정에 이용하면 산, 알카리 등 환경에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을 쓰지 않거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어 경제적 및 문화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키토산, 알긴산, 카라기난, 셀룰로오스, 펙틴, 리그닌, 이뉼린 등 특히 폐자원을 이용한 소

재/생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여 할 연구부문이며, 방사선 조사선량, 처리환경 및 이

용하는 고분자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cross-link나 degradation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사선량 및 처리환경과 화합물의 적절한 선택에 의하여 토양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며 경제

적인 식품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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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외 현황

   국외에서 1) 효소 및 화학적 방법에 의한 키틴 및 키토산 제조, 2) 효소 및 산가수분

해법에 의한 키토산 및 알긴산 분해물(올리고머 및 단당) 생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

되고 있으며, chitosan 관련 연구는 chitin과 chitosan 제조원료와 제조에 관한 연구, chitin과 

chitosan의 구조 및 chemical modification에 관한 연구, 그리고 chitin, chitosan 및 관련 물

질의 기능 및 응용분야개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32]
.

   Chitin과 chitosan의 제조방법은 화학적 방법, 효소에 의한 방법 및 미생물에 의한 방법으

로 대별될 수 있다. 화학처리에 의한 chitin의 정제는 Hackman이 개발한 방법을 기본으로 

연구자에 따라 이를 다소 modification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제조공정에서 무기염, 

단백질 및 색소제조과정은 서로 바뀔수 있으며 처리 시약의 농도와 시간을 달리 할 수도 있

다. 또한 무기염의 제거를 위해 EDTA를 사용하는 방법과 단백질의 제거를 위해 protease를 

이용하여 효소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효소적 방법에 의한 단백질의 제거는 

chitin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또한 최근 연구를 보면, 세균에 의한 단

백질 제거기술도 이용되고 있다. 세균 중에서 chitin을 분해하지 않고 단백질만을 탄소원으로

서 분해하는 세균을 screening하여 선별이용하고,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chitin의 상해

없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

는 단점을 갖고 있다. 세균에 의한 chitin의 deacetylation방법(chitosan의 생산기술)의 개발은 

현재 시도단계에 있다. 이는 chitin deacetylase[EC 3.5.1.41]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 효소는 

Mucor 등의 사상균에서 존재가 이미 확인된 바 있으나 최근 세균중에서도 동일 효소가 발

견된 바 있으며 이를 이용한 chitosan 생성에 관한 연구 결과 deacetylation 정도가 50% 이

상이 되면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효소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개

발한다면 이 방법에 의한 chitosan 생성도 가능할 것이다. Chitin으로부터의 oligo당 생산은 

chitin의 염산 분해물을 활성탄 컬럼으로 분획하여 조제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중합도가 다

른 oligo당이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특정 oligo당의 수율이 낮고 분리,정제 

조작이 복잡한 단점을 갖고 있다. Bacillus licheniformis를 이용하여 배양액 L당 

N,N'-diacetyl-chitobiose를 3 g 생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Chitin과 chitosan의 chemical 

modification에 관한 연구로는 chitin의 halagenation, chitosan oligomer의 제조, chitosan의 

hydroxy-propylation, glucosanin 유도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

다
[33-35]

.

   알긴산의 가수분해물도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긴

산을 적절히 가수분해시킨다면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

긴산의 경우 polymannuronic acid나 polygluronic acid를 가수분해시켜 얻은 중합도 3∼5인 

올리고당이 세균류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Vibrio sp. Al-145의 알

긴산 분해효소는 Bacillus cereus 및 Staphylococcus aureus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현재까지는 알긴산을 가수분해할수 있는 효소로서 산업적용도로 개발된 것은 없다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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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현황

   국내에서의 chitin과 chitosan에 관한 연구는 chitin과 chitosan의 제조에 관한 연구, chitinase와 

chitosanase의 분리, 정제와 특성에 관한 연구 및 chitin과 chitosan의 응용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chitin과 chitosan의 제조에 있어 기존의 화학적 방법에 의

한 것과 일부 효소에 의한 chitosan 제조법이 연구되었으나 미생물을 이용한 생산방법은 거의 행해

지지 않았으며 그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알긴산의 

화학적 분해에 대한 실험은 국내에서 일부 수행된 적이 있으며 이들 가수분해물을 이용하여 어묵 

연제품용의 천연식품 보존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다. 국내외에서 효소 및 산

가수분해법에 의한 키토산 분해물(올리고머 및 단당) 및 알긴산(올리고머 및 단당) 생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어 왔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키토산 및 알긴산의 올리고머 및 단당생산에 

관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선진국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며, 환

경친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PGA를 고부가가치 생물신소재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개발과 산업

화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5. 수출전략 허브/향신료의 검역 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시 품질평가 및 검

역 검지조건 설정

    시장개방화 시대에서 농수산물의 교역과 관련하여 검역경계 병해충의 사멸/방제를 위한 

연구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주요 검역방법으로는 가스훈증법

(MeBr, EDB, ETO, PH3 등), 물리적 방법(저온처리, 열처리, 환경기체조성 조절 등), 생물학

적 방법(host susceptibility, inspection 등)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상 농수산물과 용

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 중 EDB와 ETO는 안전성의 문

제로 사용이 금지되었고(미국, 일본 등), 현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MeBr도 환경공해성 물

질로 판명되어 2015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부 저온처리

(0∼3℃, 10∼20일), 열처리(40∼50℃, 15분∼6시간), 환경기체조절(CA, MA) 등 물리적 방법

이 연구되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살충효과 미흡, 대상농산물에 따라 저온장해

(chilling injury), 품질손상, 처리기간, 처리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체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37]
. 

   따라서 방사선 에너지의 살충․살균효과를 이용하여 동물성식품, 위생화가 필요한 건조식품류, 

동식물검역에 관련된 해충과 병원성 미생물 사멸방법이 국제기구의 주도로 여러 나라에서 연구 개

발되고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개국에서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방사선 조사기

술의 타당성과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적용품목의 확대와 교역

상품에 대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생화 방안 연구, 수출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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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검역/품질보증처리 연구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38]

. 

   국내 식품산업에서 방사선의 이용 연구는 1980년 초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다

양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실용화 기반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감마선 조사가 허

가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 특히 1990년대부터는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경북대와의 검역처리 연구, 서강대와의 교육홍보 연구, 한림대

와의 안전성평가 연구 등 방사선 에너지의 전략적 이용연구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19개 품목(군)의 농림수

산물에 대하여 발아억제, 살균, 살충 등을 목적으로 감마선이 처리될 수 있도록 허가하

고 있으며, 매월 약 200톤 이상의 다양한 식품이 300여 식품관련업체에 의해 상업적으

로 처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식품의 방사선 조사분야의 연구는 산업적 및 기능적 응용

분야 연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유통/교역에 대비한 검지관리기술과 검역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 추진됨

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미래기술로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11]

.

6.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 사업 연구

 가. 국외 기술 현황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군 비축식량 및 우주인 식사 프로그램에 방사선 조사가 이용된 이

후, 1970년대에 들어서 농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감자, 양파 등 구근류의 발아 억제, 과실 및 

버섯의 숙도 지연 등에 방사선 조사가 활용되었다
[39]
.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보건기구(WHO)

가 세균성 식중독 방지 분야에 방사선 조사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향신료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살균 및 살균 처리에 이용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

에 들어서 유엔의 국제 환경위원회(UNEP)에서 화학훈증제 대체 기술로 방사선 조사 기술의 

활용이 적극 권장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FDA 및 미국 농무부에서 수출 및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육류 및 부산물에 감마선 조사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 다. 현재 세

계 42개국에 200개 이상의 조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30여 종의 식품에 조사가 허용되어 

있다. 미국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술발전 현황을 보면, 미 농무성(USDA)의 식품안전검사부

(FSIS)에서는 가금육에 대하여 식인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1.5 - 3.0 KGy의 상업적 조사를 

1992년 10월 21일자로 승인하 고, 방사선 조사로 살균된 식품을 우주 식품으로 인정하고 우

주 식품의 HACCP 프로그램에 방사선 조사 살균방법이 채택되었다. 계속해서 미 플로리다주 

식품 조사 시설에서는 1992년 1월부터 양파, 토마토, 딸기, 오렌지, 쥬스 및 버섯 등의 신선 농산

물을 대상으로 상업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조사 식품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1997년 12월에는 미 정부당국이 식품 질병 예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H7 및 리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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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의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냉장, 냉동 육류에 대하여 감

마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에 더하여 1999년 12월 23일 미 농무부(USDA)는 

쇠고기와 같은 붉은 색 육류에 잔존하는 미생물을 박멸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승인하

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및 식품 첨가물 중 4만톤 이상을 매년 방사선 조

사로 처리하고 있다
[40]
. WHO/FAO/IAEA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감마선 조사 기술을 기존의 

어떤 식품보존 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

년에 이미 모든 식품에 대한 감마선 처리를 승인하고 세계 각국 정부로 하여금 감마선 조사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추천, 권장하고 있다. 향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내의 보건 위생환경

의 향상과 수출 주도 품목의 경제적인 검역 관리를 위하여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가 필수 불가결한 식

품 위생 기술로 이용될 전망이다. 

 나. 국내 기술 현황

   국내에서의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1960년대 초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의 목적으

로 감마선 조사연구가 시작되면서 식품은 물론 제약이나 의료 용구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

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3]
. 1970년대 초 쌀과 양파, 육류, 토마토 등에 대한 감마선의 응용연구

가 수행되다가, 1975년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연구용 대단위 조사시설(100,000 Ci)이 준공되어 

현재 pilot 연구용으로 가동 중에 있다. 1980년대부터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관련 

학계와 더불어 발아 억제 식품에서부터 살균, 위생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농, 수, 축산식품

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화 기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경기도 여주에 상업적, 다

목적 감마선 조사 처리 시설이 준공되어 시간당 2.1톤의 용량을 처리하며 현재 가동 중에 있

다. 한편 살충, 살균제로 널리 쓰이던 ethylene oxide 훈증제가 강력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ethylene oxide의 사용을 금지하 고, 국내에서도 1991년 식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하 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처리기술이 세

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조사 식품의 독성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성이 재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국에 의한 품목 허가도 증가하여, 

1987, 1988, 1991, 1995년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 조사가 허가되어 현재 주로 수출

품에 대한 상업적 식품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1년 3월 18개 품목이 추가되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감마선 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편견과 우려가 걷히지 않아 대

부분의 식품 업체가 감마선 조사 처리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들은 방사선 

조사 식품의 산업적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 특히 분말 향신료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

의 살균, 살충 방법으로 식품 조사 기술의 요구도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 검역관

리 및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사용되던 methyl bromide 등의 사용이 2005년에는 전면 금지되

므로, 그 대체방법으로 방사선 조사 기술이 유일하게 이용될 전망이어서, 그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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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와 

안전 저장유통/가공기술 개발

1. 서  론

   감마선을 이용한 수산 냉장/냉동식품과 전통발효식품, 그리고 일반식품의 위생화, 장기안전

저장유통 및 가공기술개발 연구는 

1) 장류 및 장류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2) 젓갈 및 젓갈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3) 수산 냉장/냉동식품의 위생화,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4) 기타 일반 식품의 위생화/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의 네 분야로 대별하여 진행하 다.

   발효식품은 세계 각 나라나 민족의 생활방식, 기후, 식문화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류, 채소, 과실

류, 육류, 어패류, 유제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발효식품은 식품저장의 한 방법으로 발전되

어 왔으나 점차 저장식품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음료, 조미식품 등의 기호성 식품으로서의 역할

이 커지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발효식품의 다양한 기능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장류, 

젓갈, 김치 등의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 항산화성
(1)
, 면역기능강화

(2)
, 혈전용해

(3)
 등의 기능

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을 보다 과학화하여 우리

의 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제품을 세계의 식품 시장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효식품에는 발효과정에서 유래한 다양한 

미생물들이 발효 이후에도 고 도로 생존하므로 제품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들 발효제품

을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도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발효식품의 저염화

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김치, 장류, 젓갈 등에는 발효과정의 미생물 생장조절과 

보존성 확보를 위하여 과량의 식염이 첨가되는데 이는 고염식이를 기피하는 현대의 식생활 

문화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 관능이나 외관, 기능성 등에는 향을 주지 않고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발효식품 고유의 제

품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품

의 방사선조사는 농산물의 숙도 조정, 미생물의 살균에 의한 부패방지 및 제품의 안전성 향

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이미 곡류를 비롯한 여러 농산물과 육류, 분말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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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4)
. 특히, 방사선조사 기술은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적 품질

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고, 포장된 상태에서도 처리가 가

능하며 잔류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숙성 완료 후 유통과정에서의 미생물 제어가 어려

운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더욱 크다
(5)
. 

   한편, 어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WHO/FAO/IAEA,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

제적 방사선조사 합의 기준에 따르면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 제거와 저장성 연장을 목적으

로 최대 7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국가에서 수산물

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면 반건조 오징어, 과메기 등 

우리나라 특산 수산식품의 저장 및 유통안정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메주, 콩알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의 장류, 그리고 

새우젓, 멸치액젓, 오징어 젓갈, 창란 젓갈 등의 젓갈에 감마선조사에 의한 살균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제품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아울러 장류 및 이를 이용한 2차 가공제품, 그리고 젓갈의 저염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 적용기

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위생화가 어려운 수산 냉장, 냉

동 식품의 위생화 및 저장 유통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육류 가공품, 생식 등 일반식품의 위

생화 연구도 병행하 다.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진 각 단위 실험의 연구배경 및 목적은 아래

와 같다.

 가. 장류 및 장류 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1) 낱알메주

   메주는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건조 

상태의 대두 발효제품이다
(6)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메주는 자연상태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발

효에 관여하므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고, 제조기간도 2∼3 개월이 소요되며, 

제조시기가 겨울철로 제한되는 등 산업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량생산 체제의 산업체에서는 약 일주일 이내에 발효와 건조가 가능하고 제품의 품질을 균일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낱알형의 개량메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7)
. 메주는 제조 즉시 장을 담

그는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메주의 보존성에 관한 논의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장에서 생산된 장류제품의 원료나 위생에 대한 신뢰도, 관능에 

대한 불만족, 보존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자가제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8)
 장류의 원료가 되는 메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메주의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자연보존 상태에서 벽돌형 메주와 콩알메주의 품

질변화를 살펴보고 메주의 품질평가 지표로 아미노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단백질분해 효소활

성을 제시한 박 등
(9,10)

의 연구가 있을 뿐 메주의 보존기술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낱알형 개량메주의 보존성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진행하 다.



- 25 -

  (2) 메주가공

   전통메주는 메주의 제조시기나 환경에 따라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고, 제조기간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제조시기가 제한되는 등 

산업화가 어렵다
(11)

. 그러나 개량메주로 제조한 장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아직까지 

전통메주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식메주의 제조공정을 대량생산 체

제의 산업화 공정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산업적인 생산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식품공학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식메주의 제조공정 중 메주의 성형공정

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정으로 한식메주 생산 자동화의 가장 큰 제한요소 가운

데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산업체에서는 성형틀을 부착한 압출성형 방식의 공정을 

채택하여 메주성형공정의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 방식에 의하여 성형된 메주는 메주의 

품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발효초기 pH의 저하, gas 발생에 의한 팽창, 곰팡이의 과다

생장 등과 같은 이상발효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주의 산업화된 압출성형 공정에 대한 일련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일차적으로 성형온도를 메주 품질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고 성형온도를 달리한 메

주를 제조하여 발효 초기의 미생물과 일반 품질특성 변화를 조사하 으며 이를 통하여 한식메

주의 산업화된 자동성형공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 다.

  (3) 전통메주 

   전통메주는 발효과정 중 표면은 건조되고 내부는 수분을 유지하여 수분활성도가 다른 두 

개의 층을 형성하게되며 이러한 수분활성도의 차이에 의하여 외부는 주로 Mucor, Rhizopus, 

Penicillium, Aspergillus 등의 곰팡이가, 내부는 주로 Saccharomyces 등의 효모와 Bacillus, 

Staphylococcus 등의 세균류가 서식하게된다
(12,13)

. 메주의 미생물들은 대두의 단백질이나 탄수

화물을 분해하며 향기성분, 유기산 등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미생물의 이차대사산물 조성이 

장류의 풍미를 결정하게된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류는 이처럼 다양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제조되므로 koji 또는 개량형 낱알메주로 제조한 장류보다 관능 및 기능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메주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미생물의 작용이 계속되므로 품질의 유지가 어려워 산업적인 대량

생산 및 이용에 제한이 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메주의 보존성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진행하 으며, 1년 보존 후 간장을 담가 메주의 품질을 평가하 다.

  (4) 간장 

   간장은 대두와 전분질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액상의 발효조미식품으로 우리나

라의 식품공전에서는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간장을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간

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장을 상품으로 유통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보존성의 확보가 필수

적이나 간장 제품들은 총질소성분(TN; Total nitrogen)의 함량이 0.7∼1.2% 정도에 이르고 있

어 미생물 수준에서의 보존성 확보가 어렵다
(14)

. 일반적인 간장의 살균에는 가열살균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외여과법도 일부 실용화되고 있으나 양자 모두 내열성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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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잔존, 포장시의 2차 오염 등에 의하여 유효한 보존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안식

향산(0.6 g/L 이하)과 파라옥시안식향산(0.25 g/L 이하) 계통의 화학보존료 사용을 병행하고 있

다. 또한 열살균 방식은 한식간장을 비롯한 대두발효식품의 유용한 기능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

다. 따라서 가열살균 방식이나 소비자들의 기피요인이 되는 화학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

장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열살균 및 보

존료 첨가를 배제한 간장의 장기보존 기술개발로서 양조간장과 한식간장의 model system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장기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5) 된장 

   된장의 제조는 메주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산업화과

정에서 보다 자동화가 용이한 일본식의 miso 제조공정이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

다
(15)

. 된장의 소비는 점차 감소하 으나 최근 장류의 기능성 검증과 외식산업의 확대, 그리고 

대량생산 체제의 확보 등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그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된장에

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10
8 
cells/g 이상으로 생존하므로 상품으로서의 유통 및 첨가물로서의 활

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16)

. 본 연구는 감마선을 조사하여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된장을 장

기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6) 고추장  

   고추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제조되는 독특한 발효조미식품이다. 고추장은 그 제조

방법이나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주로 원료의 전처리 방식에 따라 메

주를 이용한 전통고추장, 소맥분 등의 곡류를 제국하여 첨가하는 koji 고추장, 전분질 원료를 

전분분해효소로 당화하여 숙성시킨 당화고추장 등으로 구분한다. 고추장은 각각의 원료, 발효

공정, 발효미생물 등의 차이에 의하여 풍미와 식품학적 특성, 기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나 최근

에는 거의 산업적인 대량생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15,17)

. 특히 고추장은 각종 육

류, 가금류, 어류 조리시의 양념장, 초고추장, 면류의 액상스프, 소스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

가 매우 다양하고 식품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일반 가정과 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사용량

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고추장에는 발효과정에서 유래한 다양한 미생물이 10
7
∼10

8 
cells/g 

내외로 분포하고 있어 제품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제

한요소가 되고 있다. 고추장에 분포하는 미생물은 크게 Bacillus와 산생성 세균(Lactobacillus

속, Streptococcus속, Staphylococcus속 등), 효모(Candida속, Saccharomyces속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Bacillus는 내열성 및 내약품성이 커서 살균이 어렵고 효모와 산생성 세균은 대부분 

내염성 미생물이어서 고염 상태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18)

. 더구나 고추장은 보통 10% 이하의 소금만이 첨가되고 당의 함량이 높아 가스 발생에 의하

여 부풀거나 유기산의 생성에 의하여 신맛이 발생하는 등 제품의 보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감마선을 조사하여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고추장을 장기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

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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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국장 

   전통적인 청국장의 제조방법은 콩을 삶아 볏짚을 깔고 이불 등을 덮어 따뜻한 곳에서 띄우

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때 볏짚에서 유래한 B. subtilis 등의 미생물이 서식하여 청국장 특유

의 성상과 맛, 양성분 등을 구성하게 된다
(17)

. 청국장은 원래 가정에서 소량씩 단기간에 제조

하여 바로 사용하여 왔으나 자가제조의 기피현상에 따라 소비량의 50% 정도가 공장에서 제조

한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19)

. 그러나 청국장에는 제품의 특성상 3∼5% 이상의 소금을 첨가하

기 힘들고 수분도 50% 내외로 높아 다른 장류제품보다 더욱 보존․유통이 어렵다. 최 등
(19)

의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청국장의 사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약 50%가 제품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며 불만족의 요인으로 불쾌취(52.3%)와 보존 중의 품질저하(30.7%)를 지

적하 다. 청국장의 불쾌취는 Bacillus에 의하여 생성되는 pyrazine류나 sulfide 화합물에서 유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청국장의 주 발효균주인 Bacillus는 내열성, 내약품성이 높아 기

존의 방법으로는 살균이 어렵다. 따라서 청국장을 산업화된 대량생산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는 청국장 유통중의 안정적 품질유지에 관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국장의 

제조, 품질특성, 성분 등에 관한 연구
(20-22)

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청국장의 보존기

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감마선을 조사하여 청국장을 1개월 이

상 장기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8) 쌈장

   쌈장은 된장에 고추, 마늘, 파, 깨, 참기름, 당류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채소나 육류의 섭취

시에 곁들여 먹는 혼합장이다. 쌈장은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으나 외식산업의 발

달, 육류와 채소의 소비증가, 식생활에서의 편이성추구 등과 같은 변화에 의하여 급속하게 산

업적인 대량생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23)

. 쌈장에는 각종 채소나 당류, 유지류와 

같은 부재료가 첨가되고 염도가 낮아지므로 보존기간에 따른 관능적, 이화학적 품질유지가 어

려워 산업적 유통과 제품개발 및 다양화에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15)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보존료 첨가와 함께 주정의 첨가, 열처리, 냉장유통, 당류 첨가

에 의한 수분활성도의 조절, 건조 flake 채소의 첨가 등과 같은 보존방법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24)

. 그러나 이러한 원료와 공정의 변화는 제품 고유의 풍미와 물성, 색택 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여전히 원료와 배합비율의 선택에 대한 제한요소를 갖고 있어 소비자

의 관능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25)

.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가열 또는 보존료 첨가를 배제한 저염의 쌈장을 1개월 이상 장기 보존하는 것을 목

적으로 실시하 다. 

  (9) 저염된장

   발효 식품 중의 염은 부패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내염성의 발효미생물이 선택적으로 생

장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백질 성분이 주원료이고 장기저장을 목적으

로 하는 우리나라의 장류나 젓갈에는 10∼20%, 경우에 따라서는 40%에 이르는 식염이 첨가된

다
(17)

. 1997년 현재, 산업체에서 생산된 된장은 약 12만 톤이며 재래식으로 제조된 것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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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면 약 20만 톤의 된장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15)

 성인 1인당 된장 섭취량은 약 27 

g/일로, 그에 따른 염분 섭취량은 약 3 g/일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염분량은 대부분의 선진국

이 5∼10 g/일, 우리 나라에서 8.7 g/일의 염분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26)

, 단

일 식품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염의 과다섭취는 혈액 내에 

hypervolemia를 일으켜 고혈압, 뇌졸중, 위암발생 등에 큰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7)

. 따라

서 국민건강과 보건 측면에서 고염 장류제품을 저염화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저염된장의 제조를 위한 연구로 에탄올 첨가법, 수분활성 조절법 등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며
(24,28)

, 이 방법도 산업적 적용의 문제점, 관능의 저하와 같은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 된장에 염도가 낮은 청국장을 혼합하여 6∼8%의 저염된장을 제조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저하를 제어하고 잔존 효소에 의하여 

적정숙성을 유도하는 저염된장의 제조공정을 모델로 선정하고, 미생물 및 일반품질특성 변화와 

관능평가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저염된장 제조의 적정 염도와 감마선 조사선량을 설

정하고자 하 다. 

  (10) 불고기양념

   불고기양념장에 쓰이는 재료로는 간장, 참기름, 마늘, 양파, 파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료가 

있다. 소규모 식육점이나 식품가공업체가 현재 불고기 양념장이나 양념에 버무려진 불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야채나 간장 및 식육에 존재하는 다량의 병원성세균이나 부패균에 의한 오염

으로 제품의 운송, 보관, 진열 등의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선한 야채

는 병원성 세균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져 왔다
(29,30)

. Song 

등
(31)

은 또한 불고기 양념장의 주원료인 간장과 일본식 간장인 소유에서 Bacillus속이 10
5
 

CFU/g의 농도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 상업적으로는 불고기 양념장을 높은 열처리를 통

하여 미생물을 살균하여 저장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열처리는 야채나 과일의 신선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양념장의 독특한 풍미에 향을 주어 관능적 품질에 향을 줄 수가 있다. 

또한 열처리는 양가나 신선한 부재료를 사용하는데 부수적인 이점인 기능성을 저하시킬 수

도 있다.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가열 또는 보존료 첨가를 배제한 불고기 양

념장을 1개월 이상 장기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나. 젓갈 및 젓갈 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1) 오징어 젓갈

   우리나라의 전통 수산발효식품의 하나인 오징어젓갈은 연간 약 1,700톤 이상이 생산되는 제

품으로 우리나라 젓갈 총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2)

. 오징어젓갈은 20%이상의 고

염에서 장기간 발효시킨 재래식 제품과 오징어에 여러 가지 조미향신료를 첨가하여 단기간 숙

성시킨 염도 8%수준의 개량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3)

. 재래식 제품은 약 20%의 고염에서 장

기간 발효를 진행하므로 발효식품 고유의 풍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나 염의 함량이 높아 

소비의 제한요소가 되고 있으며, 개량제품은 염 농도를 7∼8% 수준으로 낮추어 염의 함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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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당한 개선을 보 으나 저염화에 따른 발효공정의 안정을 위하여 과다한 조미재료, 

당, 보존료 등을 처리하고 숙성기간도 한 달 정도로 제한되어 사실상 발효식품으로서의 풍미

보다는 조미 어육제품의 수준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34)

. 따라서 젓갈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

면서도 염의 식이제한을 위한 저염 오징어젓갈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젓갈에 alcohol
(35)
, sorbitol과 monoglyceride

(36)
, maltitol

(37)
, glycerin과 xylose

(38)
 

등의 첨가제를 이용하거나 저온숙성
(39)

, 수분활성 조절
(40)

 등의 방법으로 저염 제품을 제조하

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풍미저하나 공정비용의 상승요건이 크다는 것 등이 문

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으로서의 오징어젓갈을 저염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저염 오징어젓갈의 제조공정에 대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2) 창란 젓갈

   창란 양념젓갈은 다양한 부재료로 조미된 젓갈이기 때문에 그 품질특성도 일반 젓갈과는 

다르다. 특히 재래식 젓갈이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가공 중에 20∼25%의 식염을 첨가하는데 

반해 양념젓갈은 유통기한이 짧을 뿐만 아니라 조미 부원료로부터 혼입된 미생물의 생장에 

의하여 유통 중 변패의 위험성이 크다
(41)

.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제조된 저

염 양념 창란젓갈의 미생물학적․화학적․관능적 품질 검사를 통해 저염 창란젓갈 제조시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저염 창란젓갈 제조에서 새로운 산업적 방

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3) 새우젓

   젓갈류의 연간 생산량 중 새우젓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5% 정도로 중요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
(33)

. 새우젓은 독특한 풍미와 양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뿐 만 아니라 동

남아 일대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42)

. 새우젓의 원료로 사용되는 젓새우의 내장에는 강력

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육질이 분해내지는 부패를 가속화시켜 원료의 선도유지와 

저장이 어렵다
(43)

. 따라서 새우젓은 어획직후 선상에서 제조되거나 30-40%에 상당하는 과량

의 식염을 첨가하여 제조하고 있다
(44)

. 그러나 새우젓은 염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고염식품

을 기피하는 소비패턴에 부응하기 어려워 현대인의 식기호에 부합한 저염 젓갈의 개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 첨가제의 사용 없이 저장성과 품질이 우수한 저염 

새우젓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숙성 전과 숙성 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적

정 조사시기를 제시하 고 새우젓 발효에 미치는 방사선 조사의 향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4) 멸치액젓

   멸치액젓은 멸치에 과량(약 23∼30%)의 식염을 첨가하여 부패를 억제하면서 자가소화 및 

미생물에 의해 멸치를 분해, 숙성시켜 청징한 액상의 전통 수산발효식품으로 김치산업의 신

장 추세 등과 함께 산업적 중요성이 일반 젓갈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33)

. 멸치액젓은 종래에는 

주로 가정에서 제조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상업적인 규모로 제품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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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추세다
(45)

. 그러나 식품가공산업이 현대화된 지금도 소규모의 재래식 제조법에 의해 

제조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품질개선이 요구된다
(46)

. 지금까지 멸치액젓에 관한 연구로는 

화학성분, 저장 중 미생물의 변화 및 속성 가공 방법 등이 연구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47-52)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액젓의 위생화 공정인 정 여과 및 가열살균 방법과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특성의 비교 시험을 수행하여 저장성과 향미특성이 우수한 멸치액젓의 위생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하 다.

 다. 수산 냉장/냉동식품의 위생화,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1) 과메기

   과메기는 동절기에 동해안 일대에서 꽁치(Cololabis seira)를 그늘진 곳에 걸어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15일 이상 건조시킨 전통수산식품으로 독특한 풍미를 지니며, 수분함량은 약 

40% 정도인 반 건조 식품이다
(53)

. 꽁치과메기의 소비는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

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꽁치과메기는 겨울철

(12월 - 익년 2월)에만 생산되어 판매되므로 대량 생산 및 소비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과메

기의 생산이 재래식 방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아 꽁치과메기의 위생적 안전성을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꽁치과메기에 관한 연구는 꽁치과메기의 품질 균일화를 위한 자연건조방법과 인공건조방법
(53)

을 비교하거나 꽁치과메기의 저장을 위한 포장재료의 개발
(54)

정도에만 국한되고 있다. 본 연구

는 꽁치과메기의 위생상태 및 품질을 미생물학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동시에 감마선 조사기술

을 이용하여 꽁치과메기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와 저장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오징어

   오징어(Todarodes pacificus)는 독특한 조직감과 풍미로 인해 기호성이 높아 예로부터 많이 

이용되어 온 주요 수산물 중의 하나이다
(55)

. 오징어는 저장 안정성을 위해 마른오징어 형태로 

가공되어 왔다. 그러나, 딱딱한 조직감, 갈변 및 미생물, 특히 곰팡이의 오염 등에 의한 품질저

하로 건조 오징어의 이용이 제한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기호도의 

다변화에 따라 향미가 부여되고 조직감이 개선된 조미 또는 훈제오징어 등 반건조 제품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55)

. 그러나 반건조 오징어는 제조 및 유통 중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 유발가능성이 높아 위생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56)

. 또한 반건조 

오징어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고, 위생적인 생산, 포장 및 유통에 관한 다양

한 연구가 시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위생화 및 안전 저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반건조 오징어의 위생화, 품질안정성 및 저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의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된 반건조 오징어의 미생물 생육 및 이화학적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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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일반 식품의 위생화/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1) 케이싱 소시지 

   소시지는 양념된 고기혼합물을 동물의 소화장기(위, 소장, 대장, 방광 등)를 이용한 천연장

(natural casing)이나 젤라틴이나 셀룰로우스 등으로 만든 인조 케이싱에 충진하여 가열처리한 

육제품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제조법에 따라 수천종이 있으며 최근 제품의 대량생산에서는 

일정한 규격을 갖는 인조 casing이 많이 쓰이고 있다
(57)

. 그러나 식생활 고급화에 따른 천연식

품의 요구와 천연장이 부여하는 독특한 풍미로 인하여 천연장으로 제조한 소시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 특성상 장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58)

. 천연장의 

미생물학적 관점에서의 품질향상은 Gabis와 Silliker
(58)

가 acetic acid나 sodium hydroxide로 

pH를 조절한 소금물로 Salmonella를 사멸시키는 것을 시점으로 lactic acid, tartaric acid 또는 

citric acid, hydrogen peroxide 및 ethanol 등의 화학물질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미생물 

수를 줄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잔류독성의 문제나 케이싱

에 견고성이나 신축성과 같은 물리적 성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여 그 적용이 국한되

고 있으며
(59)

, 화학물질의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60℃의 물에 돈장을 살균하는 기술이 제기되

었으나 이 또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60)

.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관능특성

이 우수하고 위생성 및 보존성이 확보된 천연장 소시지의 가공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

다.

  (2) 숙면 

   숙면은 즉석에서 조리가 가능하고 조리시간이 짧아 휴게소나 편의점 등에서 즉석식품으로

서의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숙면은 수분활성도가 높아 전분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하여 유통기한이 제한되며 식품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숙면의 제조시에는 방부제의 첨가, 산처리, 포장후 열살

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 방법들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방부제 사용에 대한 거부

감, 관능의 저하, 미생물 증식의 위험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를 이용

한 면의 위생화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soba
(61,62)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숙면의 보존성과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의 방법으로 숙면에 감마선을 조사한 다음 저장기간 중의 미생물 및 일반성분, 물성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생식 

   생식은 곡류, 또는 엽채류 등을 열을 가하지 않고 자연건조 또는 동결한 다음 분말 등의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곡류나 과채류의 다양한 기능성
(63)

을 유지시키게 하여 이를 건강식품으

로 이용하는 것이다. 생식은 가열살균을 하지 않으며 섭취시에도 조리를 하지 않고 물에 희석

하여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식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혼입된 유해 미생물에 의하

여 식성병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생식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수준 평가 및 위생기준 



- 32 -

설정, 그리고 생식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살균기술의 개발 등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

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열 및 기타 살균 방법으로는 미생물의 제어가 어려

운 생식제품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생식

제품의 보존성과 위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4) 김

   김(Porphyra tenera, laver)은 해수 유충 및 미생물의 오염도가 높고 건조과정 중의 2차오

염 가능성 등으로 유통단계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김의 위생화 및 저장성 

향상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64)

. 본 연구는 김의 위생화 및 저장성 향상을 목적

으로 김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과정에서 방사선 저항성세균을 발견하 다. 

따라서 본 보고는 김의 감마선 조사 살균 과정에서 분리된 방사선 저항성 균주의 형태학적, 생

화학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잠정 동정한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시료의 제조

  (1) 콩알메주

   원료 대두는 1999년에 수확된 강원도산 백태(Glycine max Merr.)를 시중에서 구입하 다. 

메주 발효균주는 (주)충무발효의 종국 Aspergillus oryzae CF-1001을 사용하 다. 실험용 낱알

메주는 대두를 20℃의 물에 10시간 동안 침지하여 건져낸 후 증기압 1.2 kg/cm
2
의 NK증자기

(Myoungga Food Co., NK-Ⅱ, Korea)에서 20분간 증자한 다음, 100×200×30 cm의 제국실에 

100 kg의 대두를 투입하고 Aspergillus oryzae 종국을 대두량의 0.05%(w/w)되게 접종하여 제

조하 다. 메주 제조 중 발효실의 온도는 30±1℃, 상대습도는 80±5%로 조절하 으며 메주의 

발효시간은 2일 제국을 기준으로 45시간까지로 하 다. 제조된 메주는 40℃의 건조기에서 24시

간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20%가 되도록 한 다음 방사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poly ethylene 포장지에 봉하여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25℃에서 6개월간 저장하면서 1개월 

간격으로 분석하 다.

  (2) 메주가공

   증자된 대두를 100×50×20 cm의 목재 용기에 담아 보습하면서 각각 80℃, 60℃, 40℃의 항

온기에 넣어 해당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다음 각 시험구별로 성형틀이 부착된 chopper 

(Danong Foods Co., Korea)에 screw speed 60 rpm, 대두 투입량 10 kg/min의 조건으로 마쇄, 

압출하면서 100×50×200 mm의 블록형으로 절단하여 메주를 성형하 다. 이 때 사용한 성형기 

압출부의 내경은 240 mm, 길이는 900 mm 이었으며 screw의 pitch는 대두 투입부위(100 mm)

에서 압출부위(50 mm)로 가면서 점차 조 해지도록 하 고 mashing sieve pore의 지름은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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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pore 간의 간격은 5±1 mm로 하 다. 성형된 메주는 Lee 등
(6)
의 조사 결과와 Im 등

(65)

의 메주 제조방법에 기초하여 상대습도 50%, 25℃가 유지되는 발효실에서 30일간 발효시켰다. 

  (3) 전통메주

   실험에 사용한 메주는 (주)다농(Chungbuk, Korea)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메주는

(1.24 ± 0.13 kg) polyethylene vinyl bag에 포장한 다음 감마선을 조사하 으며 비조사구와 함

께 상온에서 12개월 동안 보존하면서 분석하 다. 보존 12개월 이후의 메주로 한식간장을 제조

하여 당해에 제조한 메주와 관능품질을 비교하 다. 간장의 제조는 메주 2 kg을 염도 20%의 

염수 8 kg에 담가 25℃에서 2개월 발효한 후 여과(No. 3, Whatman International Ltd., 

England)하여 제조하 다. 

  (4) 간장

   시료인 양조간장과 한식간장은 숙성 완료 후 압착여과 과정을 거친 반제품을 명가식품(주)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각 시료의 일반성분 규격은 Table 1-1과 같다. 준비된 시료는 

polyethylene(PE) 재질의 screw cap tube에 100 mL씩 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는 가열살균(90℃, 60 min)한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25℃에서 18주간 저장하면서 3

주 간격으로 분석하 다.

Table 1-1. Specifications of the Shoyu and Kanjang used in this study

Shoyu Kanjang

Salt (%) 13.4 19.2

pH 5.38 5.71

Total nitrogen (%) 1.20 0.90

Amino nitrogen (mg%) 822 658

Water content (%) 73.2 69.4

Pure extract (%) 11.2 8.4

Table 1-2. Ingredient ratio and specifications of raw mixture of Doenjang used in this 

study

Ingredients Ingredient ratio (%) Water contents (%)

Soybean, fermented 15.0 18.5

Soybean, cooked 30.0 58.7

Flour, fermented 17.5 25.3

Salt(NaCl 95%) 12.5 0.0

Water 25.0 100.0

Total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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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된장

   된장은 메주분말
(66)

, 대두 koji
(67)

, 증자대두, 소맥분 koji, 소금 및 물을 Table 1-2의 배합비

로 혼합한 다음(50 kg) 100 liter의 용기에 담아 30℃에서 60일 동안 숙성시켰다. 준비된 시료

는 polyethylene(PE) bag에 200 g씩 포장하여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는 2% ethanol 첨

가시료, 0.1% 솔빈산 첨가시료와 함께 25℃에서 12주간 저장하면서 분석하 다. 

  (6) 고추장

   실험에 사용한 고추장은 김 등
(66)

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개량메주 분말에 고추분, 증자대

두, 증자찹쌀, 소맥분 koji, 식염, 물을 Table 1-3의 비율로 50 kg 되게 혼합하여 발효용기에 

담은 다음 30℃에서 숙성 시켰다. 적정 숙성의 품질지표는 아미노산성질소의 함량이 230 mg%

에 이르는 시점으로 설정하 으며 숙성 50일의 제품이 이에 적합하여 이를 시료로 사용하 다. 

숙성이 완료된 고추장은  polyethylene 재질의 포장지에 200 g씩 봉 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

하 으며, 아울러 숙성완료 고추장에 ethanol 및 sorbic acid가 각각 2%, 0.1%가 되도록 혼합

한 것을 대조 시료로 준비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 ethanol(2%) 첨가

시료, sorbic acid(0.1%) 첨가시료와 함께 25℃에서 12주간 저장하면서 2주 간격으로 분석하

다.

  (7) 청국장

   청국장은 통기성이 좋은 천을 댄 40×60×10 cm의 다공상 플라스틱 용기에 10 kg의 증자대

두를 투입하고 nutrient broth(Difco)에서 휴지기까지 배양한 B. natto 종국을 대두량의 

0.05%(w/w)되게 접종하여 제조하 다. 청국장 발효균주는 M사의 보관균주인 Bacillus natto 

M-1002를 사용하 다. 청국장 발효 중 발효실의 온도는 38±1℃, 습도는 포화습도로 조절하

으며 청국장의 발효시간은 45시간으로 하 다. 제조된 청국장을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10℃까

지 냉각하여 polyethylene 재질의 포장지에 200 g씩 봉 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

선을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 ethanol(2%) 첨가시료, sorbic acid(0.1%) 첨가시료와 함

께 25℃에서 6주간 저장하면서 1주 간격으로 분석하 다.

Table 1-3. Ingredient ratio and specifications of raw mixture of kochujang used this study

Ingredients Ingredient ratio (%) Water contents (%)

Meju, powder  5.0 13.2

Soybean, cooked 10.0 58.7

Flour, fermented 32.0 25.3

Glutinous rice, cooked 10.0 56.5

Hot pepper, powder 11.0 12.6

Salt(NaCl 95%) 9.0 0.0

Water 23.0 100.0

Total 100.0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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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ngredients ratio of Samjang  (Seasoned soybean paste)

Ingredients Weight (g) Ratio (%, w/w)

Doen-jang (Soybean paste) 3,550 71

Malt syrup (70 brix) 750 15

Garlic 250 5

Green onion 250 5

Red pepper (powder) 100 2

Sesame oil 50 1

Sesame (parched) 50 1

Total 5,000 100

  (8) 쌈장 

   쌈장 재료 중 된장은 (주)명가식품(괴산, 충북)의 숙성 완료된 반제품을 발효조에서 직접 채

취하여 사용하 으며, 채소와 양념류는 시중에서 구입하 다. 쌈장은 된장에 대파, 마늘, 고추

분, 물엿, 참깨, 참기름을 Table 1-4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 다. 이 때 파는 평균 5×5 m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 으며 마늘은 2∼5 mm의 입도로 마쇄하 다. 혼합된 쌈장은 열살균구

에서는 80℃의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중탕처리 하 고, 주정첨가구는 2%의 주정을 첨가하여  

PE(polyethylene) 재질의 포장지에 100 g 씩 봉 포장하 다. 제조된 쌈장의 염도는 8.5% 수

분은 53% 으며 시료는 25℃와 37℃의 항온기에 10주간 보관하면서 분석하 다. 

  (9) 저염된장

   본 실험에 사용된 저염된장의 제조공정을 Figure 1-1에 도시하 다. 

Raw Doenjang (11% salt) Cooked Soybean

Fermentation (for 30 Days) Fermentation (for 2 Days)

Doenjang Chungkookjang

Salt addition (4% salt)

Aging (for 2 Days)

Doenjang:Chungkookjang=30:70

Low salted Doenjang (salt 6%) Low salted Doenjang (salt 8%)

Doenjang:Chungkookjang=60:40

Mix ing

Figure 1-1. Flow diagram for preparation of low salted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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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된장은 (주)명가식품(괴산, 충북)의 발효반제품을 구입하 으며 청국장은 Kim 등
(68)

의 방

법에 따라 직접 제조하 다. 발효가 완료된 청국장에 염농도가 4% 되도록 염을 첨가, 혼합한 

다음 37℃에서 2일 동안 숙성시켜 이를 된장과 혼합하 다. 저염된장은 염도 11%의 된장과 염

도 4%의 청국장을 혼합하여 최종 염도가 각각 6%(된장:청국장=30:70)와 8%(된장:청국장

=60:40)가 되도록 제조하 다. 저염된장 제조에 사용된 청국장 및 일반 된장, 그리고 제조된 저

염된장의 품질규격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5. Specifications of Doenjang and Chungkookjang as raw materials for low salted 

Doenjang

Raw Materials Low salted Doenjang

Doenjang Chungkookjang (6% salt) (8% salt)

Water content(%) 51.27 53.42 52.77 52.14

Salt(%) 11.02 3.98 6.08 8.17

pH 5.06 7.80 6.65 6.19

NH2-nitrogen(mg%) 382 463 436.8 403.2

  (10) 불고기양념 

   간장, 마늘, 양파, 파, 설탕, 키위, 참기름 및 후추 등의 불고기 양념장 원부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Table 1-6과 같은 비율로 양념장을 제조하 다. 제조된 

불고기 양념장 중 일부분은 100℃에서 30분간 가열하 고, 나머지는 폴리에틸렌 포장지에 담은 

후 접합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열처리와 감마선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시료는 대조구로 

준비하 다. 얇게 세절된 전지우육을 양념장과 2:1의 비율로 혼합한 후 3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 다가 조리하여 관능검사에 사용하 다.

Table 1-6. Formula of bulgogi sauce

Raw materials Recepie (g) Ratio (%)

Soy sauce 1,800 48.0

Grain wine 300 8.0

Sugar 600 16.0

Garlic 400 10.5

Kiwi 200 5.3

Green onion 200 5.3

Onion 200 5.3

Sesame oil 50 1.3

Black pepper 10 0.3

Total 37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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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징어젓갈 

   오징어(Squid, Todarodes pacificus)는 1999년 4월 대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

다. 오징어의 내장과 연골부분을 제거하여 평균 5×70 mm의 크기로 세절한 후 3% 식염수로 

깨끗이 세척하 다. 세척이 끝난 오징어는 수분을 제거하고 각각 5%, 10%, 20%의 식염농도가 

되도록 식염을 혼합하여 4℃에서 12시간동안 침적하 으며, 침적시 유출된 수분을 제거하여 병

입한 뒤 방사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15℃에서 발효 

저장하 다.  

  (12) 창란젓갈 

   창란은 2000년 1월경에 오흐츠크해에서 어획된 명태(Therage chalcogramma)에서 분리한 

내장을 급속냉동하여 동결블럭(-18℃)으로 만든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냉동 창란을 해동, 

세척, 정선하여 평균길이 15 mm로 세절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첨가 부원료는 물엿, 

D-sorbitol, MSG, 마늘, 깨, 무, 설탕을 사용하 으며 이 때, 물엿은 Samyang Genex 제품으로 포

도당 당량(dextrose equivalent, DE)값이 40∼45인 산당화 물엿을 사용하 다. 창란을 해동한 후 

수돗물에 3회 교반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음 최종 염농도를 각각 8% 및 5%로 조정하기 

위해 식염을 창란의 원료 중량 대비 각각 12 및 8%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후 생성된 유출수

를 제거하고 D-sorbitol 및  monosodium glutamate(MSG)를 각각 3%, 5%가 되게 첨가하여 30

분간 교반하 다. 준비된 양념젓갈은 염농도 8% 시료는 30일, 염농도 5%인 시료는 20일간 숙성

시켰으며, 숙성온도는 0±2℃로 유지하 다. 숙성 후 2차 조미 과정에서는 먼저 물엿을 최종 농도

의 15%가 되게 첨가하여 30분간 교반하 으며, 다시 D-sorbitol 5%, MSG 3.2%, 설탕 0.5% 마늘 

3.3%, 깨 4.2% 및 무 0.5%를 첨가하여 30분간 교반 한 뒤 최종 염농도를 각각 8 및 5%로 조정하

여 창란젓갈을 제조 한 후 유리병(250g)에 충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 

시료들은 10℃ 냉장고에 옮겨져 보관하면서 2주 간격으로 12주 동안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 검사를 실시하 다.

  (13) 새우젓  

   새우(shrimp, Acetes chinensis)는 전북 군산어시장에서 어획 즉시 빙장한 선도 좋은 젓새

우를 구입하여 3% 식염수로 깨끗이 세척하 다. 세척이 끝난 새우는 각각 10%, 15% 및 20%

의 식염농도가 되도록 식염을 혼합하여 4℃에서 12시간동안 침적하고 유리병(500 mL)에 각각 

병입하 다. 방사선 조사는 병입 직후, 그리고 숙성 이후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각 시료는 비

조사 시료와 함께 15℃에서 발효시키면서 저장기간별로 일반특성을 조사하 다.  

  (14) 멸치액젓 

   멸치액젓은 1999년도 추자도산 멸치(Anchovy, Engraulis japonica)를 구입하여 3% 식염수

로 깨끗이 세척하 다. 세척이 끝난 멸치는 중량의 약 30%에 상당하는 소금을 가하여 고루 혼

합한 후, 숙성 발효용기에 담아 어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금을 충분히 도포 하 으며 비닐

로 표면을 덮어 가급적 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하여 뚜껑을 덮었다. 제조 2일 경과 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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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염지 유출액에 멸치가 잠기도록 하 으며, 15℃에서 6개월간 숙성발

효를 시킨 후, 베포로 착즙한 멸치액젓 원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멸치액젓의 원액은 방사선 

조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공정으로 각각 나누어 처리하 으며, 대조구로는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멸치액젓을 원액으로 사용하 다. 멸치액젓의 정 여과는 pore size 0.1 µm, 막면적 945 

cm
2
 및 hallow fiber membrane형의 tangential separation module(Minikros, Spectrum 

Laboratories Inc., Rancho Dominguez, CA, USA)을 이용하 다. 멸치액젓의 가열살균은 고온

단시간살균법으로 행하 다. 즉, 항온수조(Thermo minder EX, Taitec Co. Inc., Tokyo, Japan)

내 멸치액젓을 담은 용기의 중심온도가 75℃가 되었을 때 15초간 살균하 다. 각 처리구는 대

조구와 함께 15℃에서 저장하면서 각 시험구를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2주 간격으로 실험에 

사용하 다.

  (15) 과메기 

   실험에 사용한 꽁치과메기는 2000년 1월에 포항지역의 과메기 건조덕장으로부터 자연건조

된 것을 구입하 다. 껍질, 머리, 내장, 뼈, 꼬리 부위를 제거한 시료는 감마선 조사를 위하여 

10마리씩 PE/Nylon 6 접합포장재를 이용 진공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각각 5℃와 15℃에 저장하면서 분석에 이용하 다.  

  (16) 반건조 오징어 

   시험에 사용한 반건조 오징어는 2001년 1월에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에서 2∼3일 자연 건조

된 것으로 최종 제품에서 수분함량과 염도가 각각 약 40% 정도와 2.3% 정도되는 것을 현지에

서 구입하 다. 시료는 진공포장기(Leepack, Hanguk Electronic, Kyungi, Korea)를 이용하여 

진공포장구와 함기포장구로 구분하여 감마선 조사를 위해 3마리씩 PE/nylon 6 접합포장제(2 

mL O2/m
2
/24h, 0℃, 20 × 30 cm, Sunkyung Co., Seoul, Korea)에 넣어 처리구별로 포장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대조시료와 함께 냉장상태인 10 ± 1℃

에서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17) 천연 케이싱 소시지 

   돈장 및 양장은 Woosung, Co. Ltd.(Seoul)에서 구입하 으며 돈장과 양장의 직경은 각각 

2.2 cm 와 1.2 cm 다. 돈장과 양장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polyethylene 포

장지에 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유화형 소시지는 Table 1-7의 배합비를 이용하여 제조

하 다. 돈육은 세절기(Silent Cutter, C-75, Fatosa, Barcelona, Spain)에 넣고 낮은 속도로 혼

합하면서 소금과 인산염을 첨가하고 1분간 혼합세절한 다음 준비된 얼음의 50%를 첨가하고 

고속으로 세절을 실시하 다. 세절기의 온도가 1∼2℃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분쇄한 돼지 등

지방을 첨가하고 세절기의 온도가 10℃에 도달했을 때 나머지 얼음을 첨가하여 계속 세절하

면서 설탕, monosodium glutamate(MSG), 아스콜빈산, 복합향신료를 첨가하고 세절기 내부의 

온도가 13℃에 도달했을 때 유화를 종결시켰다. 고기유화물을 감마선 조사된 천연 돈장 및 양

장 케이싱에 충진한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물의 온도가 85℃로 고정된 수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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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중심 온도가 70℃가 될 때까지 가열처리를 실시하 다. 가열 처리가 끝난 제품에 찬물로 

분무하여 냉각시키면서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켰다. 건조가 끝난 제품은 진공포장기(Leepack, 

한국전자공업, 부천)를 이용하여 진공포장하고 4℃ 냉장고에서 저장하면서 5일 간격으로 실험

을 실시하 다. 

Table 1-7. Formula for emulsion-type sausage

Materials Composition (%)

Pork

Pork back fat

Iced water

60

20

20

NaCl
1)

Phosphate
1)

Ascorbic acid
1)

Spice mix
1)

1.5

0.2

0.01

0.5

1)
Contents of additives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 to sum of meat and water.

  (18) 숙면 

   가루 100 kg(건조중량)에 소금( 가루 고형분 기준 3%)과 물( 가루 고형분 기준 40%)을 

첨가하여 혼합기에서 10분간 혼합하여 반죽을 만든 다음, 5단의 연속 롤에 의하여 면대를 형성

하고 이를 slitter와 cutter에 통과시키면서 면발을 형성시켰다. 이때 롤의 간격은 3.7→3.4→3.0

→2.6→2.3 mm로 단계적으로 감소시켰으며 slitter의 간격은 2.3 mm로, 면의 길이는 30 cm로 

조정하 다. 제조된 면발을 끓는 물에 3분간 삶아 20℃의 냉각조에서 1분간 냉각한 다음 탈수

하여 polyethylene 재질의 포장지에 220 g씩 진공포장 하 다. 이 때, 냉각조에 젖산(0.1%, 

w/w)을 첨가하여 냉각시킨 제품을 산처리구로, 그렇지 않은 제품을 무처리구로 분리하 으며, 

젖산을 처리한 포장제품을 끓는 물에 10분간 살균한 제품을 전체의 대조구로 하 다. 산처리구

와 무처리구 제품은 감마선을 조사하 으며 감마선 조사 시료는 감마선 비조사 시료, 대조 시

료와 함께 25℃에서 6주간 저장하면서 1주 간격으로 분석하 다.

  (19) 생식 

   감마선 조사를 위한 생식 시료는 시판제품 5종을 대상으로 set 포장된 각 제품에서 1회 음

용량 기준의 소포장 제품을 random sampling하여 조사선량에 따라 3개씩 준비하 다. 실험에 

사용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은 6∼12개월이었으며 시료는 제조 후 1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

다. 

  (20) 김 

   김은 충남 서천산의 마른 김(수분함량 20%내외)으로 polyethylene 필름에 봉․포장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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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

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실험목적에 따라 20 kGy 이내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 다. 

 다. 분석 방법

  (1) 미생물 검사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에 대하여 멸균 증류수 또는 식염수(NaCl, 3%)를 

100 mL까지 채워 4℃에서 30분간 교반 하거나 60초간 마쇄(Hanil, FM 680T, Korea)한 다음 

냉장상태에서 2시간 정치/여과하여(Whatman No. 2) 제조하 다. 제조된 시험액은 각 미생물의 

적정 선택배지에 pour plating 또는 spread 방법으로 접종하고 적정 배양온도에서 2∼4일간 배

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U.S.A.)를 이용하여 계수하 다.  각 미

생물군의 선택배지와 배양온도는 다음과 같다. 총세균(30℃)은 nutrient agar에서, 효모 또는 곰

팡이(25℃)는 lactic acid (2.5 mL/L)와 chloramphenicol (100 mg/L)을 첨가한 potato dextrose 

agar(Difco) 배지에서, Bacillus(50℃)는 dextrose tryptone agar 배지에서(Collins, Lyne, 

Grange; 1989) , 산생성 세균(젖산균,30℃)은 MRS agar (Difco) 배지에서, Pseudomonas는 

GSP agar (Merck)에서, Staphylococcus는 Chapman agar (Merck)에서, Streptococcus는 Azide 

dextrose agar (Difco)에서,  Enterobacteriaceae는 Enterococcus agar(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대장균군(coliforms)은 Eosin methylene blue agar(Difco사 제품)에서 분리 배양

하 다.

   젓갈에서는 Lactobacillus,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그리고 Pseudomonas속 균주의 선

택배지에서 분리된 100개 내외의 colony를 순수 배양한 다음 속(genus) 단위의 분류를 실시하

으며 이 중, 잠정적으로 동정이 가능한 것은 그 종을 기재하 다. 분리균주의 특성을 형태 관

찰, gram stain, catalase test, carbohydrate fermentation/oxidation test, API system
(69)
 등을 통

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API system의 Index와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70)

에 준하여 잠정 동정하 다. 

  (2)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측정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의 수를 1/10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감마선 조사선량(D 

value)으로 나타내었다. 각 미생물군의 D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생물의 사멸율을 측정

한 다음 log 선형방정식에서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여 계산하 다. 

D =
radiation dose(kGy)

(log N0-log N)

 (N0 : 초기 미생물 수, N: 해당 조사선량에서의 생존 미생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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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분석

   수분, pH 등의 일반분석은 일반식품분석법
(71)

으로 분석하 다. 

  (4) 효소활성측정 

   단백분해효소의 활성은 0.5% casein을 기질로 하여 생성된 tyrosine을, 전분 분해효소의 활

성은 0.5% soluble starch(dissolved in 20 mM acetate buffer, pH 4.8)를 기질로 하여 생성된 

총환원당을 검출하여 계산하 으며 단백분해효소 1 unit은 1분당 1 μmole의 tyrosine을 유리시

키는 효소의 양으로, 전분분해효소 1 unit은 1분당 1 μmole의 glucose를 유리시키는 효소의 양

으로 표시하 다. 효소 활성 측정에 있어 기질용액의 제조, 효소반응조건 등은 김 등
(67)

의 방법

에 준하 다.  

  (5) 질소성분측정 

   아미노산성질소는 Fomol 적정법으로, 총질소량(total nitrogen, TN)은 micro-kjeldahl법으로 

측정하 다
(72)

. 젓갈류의 휘발성 염기태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은 Conway 

unit 미량확산법으로 측정하 다
(73)

. 즉, 시료 10 g을 취하여 증류수 30 mL를 가한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Germany)를 이용하여 2분간 마쇄하고 50 mL로 정용한 후 

여과하 다. 여액 1 mL를 conway 수기 외실에 넣고 내실에 0.01 N H3BO3 1 mL을 넣고, 50% 

K2CO3 1 mL를 빠르게 외실에 주입하고 폐한 다음 조심스럽게 흔들어 혼합한 후, 37℃에서 

120분간 정치하 다. 정치가 끝난 수기는 0.02 N의 H2SO4 용액으로 적정하여 VBN가를 측정

하 다.

  (6) 멸치액젓의 점도 측정 

   점도는 시험구 16 mL를 Viscometer(Viscometers & Rheometers model DV-III,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Stoughton, MA, USA)를 이용하여 ULA40Y jacket에 넣고, 

ULA spindle을 이용하여 spindle speed를 250 rpm으로 고정한 후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다.

  (7) 멸치액젓의 유리아미노산 정량

   멸치액젓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Tarr
(74)

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즉, 시료 일정량

(50 μL)을 redry용액(ethanol:water:triethylamine, 2:2:1, v/v)으로 건조시킨 후, 

ethanol:water:triethylamine:phenylisolthiocyanate(7:1:1:1, v/v)용액으로 용해하여 동결건조하

여 phenylisolthiocyanate(PITC)유도체를 만들어 buffer A(140 mM sodium acetate in 6% 

acetonitrile) 400 μL에 용해시켜 HPLC system(Waters 510 HPLC pump, Waters 717 

automatic sampler, Waters 996 photodiode array detector, and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 Waters Co., Milford, MA, USA)로 분석하 다. 이때 HPLC의 분석

조건은 Waters Pico-tag(3.9 × 300 mm, 4 μm) column, 이동상은 1 mL/min의 flow rate로 

buffer A와 B(60% acetonitrile, gradient composition: 0, 14, 20, 46 and 100%)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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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column의 온도는 46℃로 고정하여 254 nm에서 분석하 다.

  (8) 휘발성 향기성분 

   휘발성 향기성분의 추출은 Schultz 등
(75)

의 방법에 따라 개량된 연속증류추출장치

(Simultaneous steam distillation and extraction apparatus, SDE, Normschliff Geratebau, 

Germany)로 상압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 다. 이때 휘발성 향기성분의 추출용매는 재증류한 

n-pentane과 diethylether 혼합용매(1:1, v/v) 200 mL를 사용하여 상압하에서 2시간 동안 추출

하 다. 추출액에 무수 Na2SO4를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동안 방치하여 수분을 제거하 다. 

향기성분의 유기용매 분획분은 Vigreux column(Normschliff Geratebau, Germany)을 사용하여 

약 2 mL까지 농축하고 GC용 vial에 옮긴 후 질소가스 기류하에서 약 0.2 mL까지 농축하여 

GC-FID와 GC/MS의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SDE 방법으로 추출, 농축된 정유를 gas 

chromatography(GC)와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GC/MS)에 의하여 분석하 다. 

GC는 FID가 부착된 Hewlett-Packard 5890 Ⅱ Plus(Hewlett Packard Co., Wilmington, DE, 

USA)를 사용하 으며, column은 DB-WAX(60 m × 0.25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Inc., Folsom, CA, USA)를 사용하 고, temperature program은 40℃에서 3분

간 유지한 후, 150℃까지 2℃/min 속도로 승온시킨 후 4℃/min로 200℃까지 승온시켰다.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250℃, 300℃이며, carrier gas는 helium을 사용하 다. 유속

은 1.0 mL/min으로 하고 시료는 1 μL를 주입하 으며, split ratio는 20:1로 하 다. GC 

chromatogram에서 확인된 탄소수 7부터 30까지 n-alkane 표준물질의 retention time을 basic 

program에 입력하여, integrator로부터 각 화합물의 retention index를 구하여 화합물의 동정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 다.

   휘발성 물질 동정에 사용한 GC/MS는 Shimadzu GC/MS(QP-5000,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 으며 시료의 이온화는 electron impact ionization(EI) 방법으로 행하 다. 

GC/MS 분석조건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column과 분석조건으로 설정하여, ion source 

temperature는 230℃, ionization voltage를 70 eV, 그리고 분석할 분자량의 범위는 41∼350 

m/z으로 하여 분석하 다. 분석된 각각의 휘발성 향기성분은 mass spectrum library(WILLY 

139, NIST 62)와 mass spectral data book
(76,77)

의 spectrum과의 일치, GC-FID 분석에 의한 

retention index
(78-80)

와의 일치 및 표준물질의 분석 data를 비교, 확인하여 동정하 다. 동정된 

휘발성 향기성분의 상대적 정량은 내부 표준물질로 첨가한 n-butylbenzene과 각 화합물의 

peak area%를 비교하여 성분들의 함유량을 계산하 다.

  (9) 전자코 시스템을 이용한 향기성분 분석  

   감마선을 조사한 멸치액젓시료 중 5 및 10 kGy를 대조구와 함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냄

새의 변화를 비교하 다. 각 시료 300 μL를 전자코 시스템(e-NOSE 4000, Neotronics 

Scientific Ltd., Essex, England)을 사용하여 sample dish에 한 방울씩 골고루 도포하여 

vessel에 넣어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conducting polymer sensor로 type은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78, 283, 298 및 301을 사용하 다. 각 센서로부터 감지된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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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NISTAT프로그램(Unistat version 4.0, Unistat Ltd., London, England)에 의해 자동처리

하여 PCA(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분석을 실시하 다. 시스템 head 온도는 20℃로 하

고, 초기에 2분 30초간 purge한 다음 vessel에 5분간(20℃) purge하 으며, 2분 30초간 평형

(equilibration)이 되도록 한 후 1분 30초 동안 센서에 감지된 data를 유효값으로 측정하 다. 

각 시료마다 향기성분은 9회 반복 측정하 다.

  (10) Trimethylamine 

   시료 추출액 3.2 mL에 50% formalin 0.8 mL를 넣고 교반한 후 50% K2CO3 3 mL, 

formalin 1 mL, anhydrous toluene 10 mL를 순서대로 가하여 1분간 진탕하 다. 진탕 후 5분

간 방치하고 분리된 상층액 7 mL를 취하여 무수 Na2SO4를 넣어 수분을 제거하 다. 탈수 

toluene 층 5 mL에 0.02% picric acid-toluene 용액 5 mL를 혼합하여 10분간 방치 후 41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11) Biogenic amines 

   젓갈의 biogenic amines(BAs) 함량은 García-García 등
(81)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BAs의 표준시약으로 putrescine, cadaverine, spermidine, β-phenylethylamine, spermine, 

tryptamine, histamine, tyramine 및 agmatin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각각 1000 mg% 농도로 조제하여 stock solution으로 냉동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각 시

료 10 g에 5% trichloroacetic acid(TCA) 20 mL를 가하여 3분간 균질기(Heidolph)로 균질화 

하여 추출한 후 50 mL로 정용하고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표준시약 및 TCA 추출시료 

2 mL에 2 M NaOH 1 mL 및 benzoyl chloride 10 μL를 가하여 30℃에서 40분간 시켜 

benzoylation 시킨 후, 포화 NaCl 2 mL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diethyl ether 3 mL를 가하여 

vortex mixer(G-560,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를 이용해 강하게 혼합한 

후 3분간 추출한 후 25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 다. 상등액 1.5 mL를 N2 gas 

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methyl alcohol 1 mL에 용해하여 HPLC system으로 분석하 다. 

BAs 함량측정에 사용한 HPLC system은 Separations module 2690(Waters Co., Milford, MA, 

USA), Photodiode array detector(996, Waters),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 Waters). Symmetry C18, 3.9 × 150 mm, 

particle size ; 5μm column(Waters)을 사용하 으며, 이때 HPLC의 분석조건은 이동상 methyl 

alcohol : water(gradient composition ; 50, 70, 85, 100%)를 0.9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

다. Injection volume은 20 μL, column 온도는 25℃로 고정하여 225 nm에서 분석하 다. 모든 

측정은 전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시행하 다.

  (12) 당함량측정 

   시료의 총환원당 함량은 DNS법으로
(82)

 측정하 다. 

  (13) 색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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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기계적 색도는 colorimeter(Spectrophoto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로 측정하 으며 장류의 갈변도는 박 등
(9)
의 방법에 준하여 여과액의 흡광도(O.D. at 

500 nm)로 비교하 다. 

  (14) 조직감 측정 

   시료의 물성, 조직감 등은 TA. XT2i Texture Analyser(SMS Co. LTD., England)에서 역

압출시험장치(back extrusion rig)로 측정하 다. 소시지의 조직감은 Smulders 등
(83)

의 방법에 

의해 total working force for shear값을 측정된 peak의 면적을 계산하여 측정하 고 온도에 따

른 증자대두의 물성특성치는 측정 후 얻어진 힘-시간 그래프(force-time curve)를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으로 해석하 다. 즉, 그래프의 + region에서 얻어지는 최대 힘

(maximum force, g)을 견고성(firmness)으로, + area(g․s)를 점조성(consistency)으로, 또한 - 

region에서 얻어지는 최대 힘(maximum force, g)을 응집성 (cohesiveness)으로, - area(g․s)를 

점도(resistance to flow/viscosity) 양상으로 구하 다. 숙면은 면 100 g을 끓는 물 200 ml에 

넣어 1분 동안 삶고 3분간 체(Sieve No. 50)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기계적 물성치를 측정하

다. 

  (15) 압착도 

   성형온도에 따른 메주의 압착도는 메주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여 g/mL로 환산하 다. 이 

때, 메주의 부피는 polyethylene 포장지에 메주를 진공포장(40 cmHg)하여 물을 가득 채운 수

조에 넣었을 때  흘러 넘친 물의 부피를 mass cylinder로 측정하여 계산하 다. 대두 입자의 

분포는 성형 직후의 메주 100 g을 1 L의 물에 현탁하여 standard sieve(4 mm, 2 mm, 0.85 

mm)에 통과시킨 다음 각 sieve 잔존물을 건조시켜 그 무게를 측정하 으며 메주의 수분 증발

량은 발효기간에 따른 메주의 무게를 측정하여 환산하 다. 

  (16) 지방 산패도 

   지방산패도는 Ahn 등
(84)

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법으로 측정

하 다. 즉 시료 5 g을 시험관(50 ml)에 취하여 실험 진행과정 중 지방산화를 중지시키기 위하

여 50 μL의 BHA(7.2% in ethanol)를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로 균질화 시켰다. 균질물 1 mL를 취하여 15 mL 시험관에 넣고 TBA/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혼합하고 끓는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그 후 10

분간 냉수에 냉각한 후 다시 혼합하고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된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 으며 mg malondialdehyde/kg meat (wet basis)으로 표시하 다.

  (17) 전자공여능 

   불고기 양념장의 전자공여작용은 각 시료 1mL에 0.2mM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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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전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18)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각 시료에 따라 10∼30인의 panel을 대상으로 맛, 향기, 색상, 질감, 전체적인 선

호도 등에 대하여 5점 평점법(1 매우 싫다, 2 싫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으로 실시

하 으며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여 분산분석 처리한 후 Ducan'의 

다중범위 검정방법
(85)

, Student-Newman-Keul's(SNK) 다중검정법 등으로 유의차를 조사하

고 유의수준은 5% 이내로 하 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장류 및 장류 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1) 콩알메주

   감마선을 조사한 개량메주의 곰팡이, Bacillus, 산생성 세균의 생존율과 보존기간 동안의 생

장변화를 측정하 다(Figure 1-2). 개량메주의 곰팡이는 비조사구에서  10
6
 cells/g이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시 10
1
 cells/g 까지 감소되었으며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완전

사멸 되었다. Bacillus는 비조사구에서 10
9
 cells/g이었던 것이 10 kGy 감마선 조사시 10

4
 

cells/g 까지, 20 kGy 감마선 조사시 10
2
 cells/g 까지 감소되었으나 완전 사멸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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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hanges of the fungal(A), Bacillus(B) and acid producing bacterial(C) cells in 

gamma irradiated-grain shape improved Meju during storage at 25℃. ● : non irradiation, 

○ : 5 kGy, □ : 10 kGy, △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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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D10 and 12D values of Bacillus, fungi and acid producing bacteria in gamma 

irradiated-grain shape improved Meju

 Microbial group
D10 value

(kGy)

12D value

(kGy)

Irradiation conditions

Atmosphere Temp. (℃)

 Fungi 0.79 9.55 air 15

 Bacillus 2.28 27.41 air 15

 Acid producing bacteria 1.17 14.08 air 15

산생성 세균은 비조사구에서  10
4
 cells/g이었던 것이 10 kGy 감마선 조사에서는 완전사멸 

되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메주 미생물군의 D10값은 곰팡이, Bacillus, 산생성 세균에서 각

각 0.79, 2.28, 1.02 kGy 이었으며 10
12
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이론적 수치인 

12D값은 각각 9.55, 27.41, 14.08 kGy로 계산되었다(Table 1-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메주곰

팡이의 D10값은  미생물 배양액 환경의 Aspergillus 포자에서 조사된 0.2∼0.3 kGy의 D10값
(86)

보다는 높았고 곡류와 같이 수분 10∼20%의 건조한 환경에서 조사된 2∼5 kGy의 D10값
(87)

보다는 낮았다. 또한 Bacillus 양세포의 D10값은 낮으나 endospore는 2.5 kGy 내외의 

D10값을 갖는다는 보고
(88,89)

를 감안한다면 메주발효 후에 생존하는 Bacillus의 대부분은 낮은 

수분 환경에서 endospore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보존기간 중의 

미생물의 생장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조사구에서는 보존초기 10
9
 cells/g이었던 Bacillus는 6

개월 후 10
11
 cells/g 까지 증식하 고, 곰팡이는 보존 1개월에 1.5 log cycle 정도의 감소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산생성세균은 1 log cycle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중, 곰팡이의 초기

감소는 양세포인 균사가 건조조건에서 사멸한 때문이며 그 후 포자의 형성에 의하여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에서는 조사 후 생존하 던 미생물들도 보

존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데 20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보존초기 10
2
 cells/g

이었던 Bacillus의 세포수가 보존 6개월 후에 10
1
 cells/g 이하로 검출되었고 곰팡이와 산생

성세균의 경우에도 5 kGy의 감마선 조사 직후 10
1
 cells/g 이었던 것이 보존 2개월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을 받은 생존세포가 보존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사멸되는 post-irradiation effect
(90)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콩알메주의 아미노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의 변화를 측정하 다(Table 1-9). 초기의 아미

노태질소는 모든 시험구에서 315∼320 mg%의 범위 으나 보존 6개월 후, 비조사구는 489 

mg%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아미노태질소량의 상승이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395 mg%, 20 kGy에서는 374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암모니아태질소의 함

량도 아미노태질소와 마찬가지로 보존초기 0.34∼0.37%이었던 것이 보존 6개월 후, 비조사구는 

0.72%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암모니아태질소의 상승이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0.48%, 20 kGy에서는 0.39%의 함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모니아태질

소 생성의 주요 요인인 Bacillus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되거나 생리적 활성이 감소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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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Park 등
(9)
은 포장된 낱알형 개량메주의 보존에서 아미노태질소는 보존

초기 0.29%에서 3개월 후 0.72%로, 암모니아태질소는 0.41%에서 3개월 후 0.57%로 증가하

고, 암모니아태질소의 함량이 높으면 간장의 맛과 풍미를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

구의 결과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암모니아태질소의 증가가 현저히 억제되어 감마선 조사에 의

하여 메주의 품질향상과 보존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 

측정 결과(Table 1-10),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0.84∼0.87 unit/g의 활

성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9. Changes of amino nitrogen (NH2-N) and ammonia nitrogen (NH3-N) in gamma 

irradiated-grain shape improved Meju during storage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month)

0 1 2 3 4 6

NH2-N 0 318 356 415 426 470 489

(mg%) 5 320 336 372 396 406 416

10 315 322 375 387 382 395

20 319 310 344 368 351 374

NH3-N 0 0.37 0.44 0.58 0.62 0.64 0.72

(%) 5 0.36 0.38 0.42 0.47 0.47 0.51

10 0.37 0.36 0.44 0.42 0.45 0.48

20 0.34 0.32 0.36 0.35 0.37 0.39

Table 1-10. Changes of pH, protease activity and browning pigments in gamma 

irradiated-grain shape improved Meju during storage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month)

0 1 2 3 4 6

pH 0 7.12 7.11 7.08 7.05 7.01 6.96

5 7.16 7.13 7.07 7.05 7.00 6.91

10 7.18 7.14 7.09 7.04 6.99 6.94

20 7.17 7.14 7.10 7.05 7.01 6.97

Protease 0 0.86 0.93 0.80 0.72 0.59 0.55

(IU/g) 5 0.85 0.82 0.83 0.71 0.58 0.54

10 0.87 0.84 0.79 0.74 0.56 0.57

20 0.84 0.88 0.82 0.69 0.60 0.51

Browing pigments 0 0.42 0.48 0.66 0.69 0.71 0.72

(O.D. at 500 nm) 5 0.43 0.45 0.53 0.58 0.63 0.66

10 0.41 0.46 0.51 0.55 0.56 0.59

20 0.42 0.43 0.47 0.50 0.52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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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존기간에 따른 효소활성의 변화는 모든 시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보존 6개월 째

에는 초기 효소활성의 60% 수준인 0.51∼0.57 unit/g의 범위를 보여 Park 등
(9)
의 결과와 일치

하 고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메주의 pH는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7.12∼7.18의 범위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의 변

화는 없었고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낮아져 보존 6개월 후에는 6.91∼6.95를 유지하

으며 pH의 변화도 효소활성과 마찬가지로 감마선 비조사구와 조사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의 갈변도를 조사한 결과 보존초기 흡광도(500 nm)가 0.41∼

0.43 이었던 것이 보존 6개월 후, 비조사구는 0.71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갈색화가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0.59, 20 kGy에서는 0.52의 흡광도를 보 다. 한편, 

장류의 갈색화는 Maillard 반응과 같은 화학적인 작용뿐 아니라 melanin을 생성하는 Bacillus

에 의해서도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91)

 감마선 조사구의 갈색화 억제의 상당부분은 

Bacillus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되거나 생리적 활성이 감소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메주가공

   냉각에 따른 증자대두 낱알의 물성 특성치를 Table 1-11에 나타내었다. 견고성은 80℃와 

60℃에서는 각각 11,370과 12,860의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40℃로 냉각시킨 콩에서는 

견고성이 4배 이상 증가된 53,910의 값을 나타내어 60℃와 40℃의 냉각 범위에서 증자대두의 

견고성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응집성과 유동에 대한 저항성도 60℃와 80℃의 

것보다 40℃로 냉각한 증자대두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점조성은 80℃에서 40,291, 

60℃에서 33,595의 값을 보 으나 40℃에서는 19,326으로 나타나 견고성, 응집성 등과는 반대되

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증자대두를 메주로 자동 성형하는 공정에서 증자대

두가 40℃내외로 냉각되어 성형될 경우, 유동성과 점조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응집성과 기계에

서의 흐름에 대한 저항성은 상승하여 상당한 물성 및 압착 도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었다. 증자대두의 온도를 달리하여 압출 성형한 메주의 압착도와 대두입자의 입도 분포를 조사

하 다(Table 1-12).  

Table 1-11. Rheological properties of cooked soybean by the different cooling temperature

Temp.

(℃)

Firmness

(g)

Consistency

(g․s)

Cohesiveness

(g)

Resistance to 

flow/viscosity

(g․s)

80 11,373±91
1)

40,291±117 -1,043±62 -564±27

60 12,860±98 33,595±101 -1,131±51 -600±23

40 53,910±90 19,326±110 -1,608±48 -727±31

1)
Means±SD; 10 measurements on 3 differe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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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의 압착도는 80℃ 조건에서 성형한 메주는 1.073 g/mL의 도를 보 고 60℃에서는 1.085 

g/mL의 도를 나타내어 60℃에서 성형한 메주가 80℃에서 성형한 메주에 비하여 압착 도가 

약간 높았다. 한편, 40℃로 냉각한 조건에서 성형한 메주는 80℃와 60℃에 비하여 현저히 압착

도가 증가하여 1.203 g/mL의 압착 도를 보여주었다. 메주의 입도분포는 80℃와 60℃에서 

성형한 시료의 경우 4 mm 이상의 입자는 25%, 4∼2 mm의 입자는 20%, 0.85∼2 mm의 입자

는 10%, 0.85 mm 이하의 입자는 40% 내외의 분포를 보 으나 40℃에서 성형된 메주는 80℃

와 60℃에 비하여 입자의 크기가 현저히 증가하여 4 mm 이상의 입자는 37%, 0.85 mm 이하

의 입자는 28% 내외의 분포를 보 다. 

Table 1-12. Density and distribution of particles of the Meju by different molding 

temperature

Molding temperature (℃)

80 60 40

 Density

   Volume (mL) 1,013 1,032 1,027

   Weight (g) 1,087 1,120 1,235

   Density (g/mL) 1.073 1.085 1.203

 Distribution of particles (Relative %)

   > 4 mm 25.6 26.5 37.5

   4∼2 mm 21.2 20.2 16.3

   2∼0.85 mm 10.8 11.8 17.7

   < 0.85 mm 42.4 41.5 28.5

   Total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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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rowth of total fungal cells(A) and total bacterial cells(B) in the Meju 

prepared with different molding temperature during fermentation period. Samples are ■: 8

0℃, ●: 6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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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 발효과정 중의 곰팡이와 일반세균의 생장을 조사하 다(Figure 1-3). 곰팡이는 80℃와 

60℃ 성형 시험구에서 발효 10일째에 10
2
 cells/g 수준으로 생장하 고 발효 30일에는 10

6
∼10

7
 

cells/g에 이르 다. 40℃에서 성형한 메주는 초기의 곰팡이 생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이미 

발효 4일째에 10
2
 cells/g 수준의 생장을 보 으나 10일 이후에는 10

5
∼10

6
 cells/g의 수준을 유

지하 다. 세균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40℃에서 성형한 메주에서의 세균 생장속도가 빨라 log 

phase에서 80℃와 60℃ 시험구에 비하여 3 log cycle 정도 높은 생장 도를 보여주었다. 외관

의 관찰 결과 40℃ 성형구에서는 발효 3∼4일째에 메주가 부풀어오르면서 메주의 균열면을 따

라 흰색 거품이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보여 주었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곰팡이의 균사가 메주 

표면에 급격히 생장하 으며 발효 10일째에는 회색 또는 검정색의 곰팡이 포자가 다량 관찰되

었다. 그러나 80℃와 60℃ 성형구에서는 발효 5∼7일째에 메주의 갈라진 틈 안으로 점차 균사

가 생장하 고 발효기간의 경과에도 메주표면은 원래의 색을 유지하 다. 

   압착 도를 달리한 메주 발효과정 중의 수분 증발에 따른 메주의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Figure 1-4). 80℃와 60℃에서 성형한 메주는 건조 3일째에 초기 무게의 10%, 5일째에는 초기 

무게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분의 증발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40℃에서 성형한 메주는 건조 7

일째에 이르러서야 약 10% 정도의 수분 증발이 있었다. 외관의 관찰에서도 메주의 건조가 진

행되면서 표면의 갈라짐이 발생하 으나 압착 도에 따라 갈라짐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압착 도가 낮은 80℃와 60℃ 성형구에서는 건조 3일째에 현저히 많은 표면 균열을 보여주

었으나 압착 도가 높은 40℃ 시험구에서는 메주의 갈라짐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메

주의 발효에서는 초기의 수분증발이 미생물의 생장에 향을 주어 메주의 품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수분 증발이 느린 40℃ 성형구의 메주는 이상발효를 일

으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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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hanges of relative weight(A) and pH(B) of the Meju prepared with different 

molding temperature during fermentation period. Samples are ■: 80℃, ●: 6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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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직후 메주의 pH는 6.35 이었으며 80℃와 60℃에서 성형한 메주는 발효 3일째부터 pH

가 상승하여 발효 10일째에는 7.0으로, 발효 30일에는 7.3 수준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40℃에

서 성형한 메주는 발효 7일째에 약 5.0의 수준까지 pH가 낮아졌고 30일 후에도 5.2 내외의 pH

를 유지하여 일반적인 메주의 pH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주의 발효에서는 

Bacillus subtilis를 비롯한 Bacillus속 미생물들이 주로 생장하고 Bacillus에 의하여 생성된 암

모니아 가스를 포함한 단백질 발효물의 향으로 pH 상승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보고와는 다

른 양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한식메주의 pH를 조사한 결과
(11)

, 내부 pH는 4.9

6∼8.15의 분포를, 외부는 5.56∼7.6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메주의 발효 과정에서의 

pH 변화는 각 시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메주의 발효에 관여하

는 Bacillus속 세균은 B. subtilis 뿐만 아니라 B. natto, B. megaterium, B. pumilus, B. 

licheniformis 등의 여러 미생물이 혼재하며
(17)

 특히 B. licheniformis는 혐기적 조건과 pH 5.2 

이하에서도 생장이 좋고 gas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70)

. 따라서 40℃로 성형한 메주의 pH 

저하는 수분증발 및 표면균열이 지연됨에 따라 메주 내부에 혐기적 조건이 형성되고 그 결과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유기산 생성 Bacillus속 세균이 생장한 것, 또는 성형과정에서 오염된 

산생성세균의 생장, 발효초기에 급격하게 생장한 곰팡이의 유기산 생성 등에 의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Table 1-13. Changes of the enzyme activity, contents of total reducing sugar and amino 

nitrogen in the Meju prepared with different molding temperature during fermentation 

period

Sample
Fermentation period (Day)

0 1 2 3 4 5 7 10 15 30

  Amylase (IU/g)

80℃ 0.00 0.23 0.77 1.55 2.67 3.44 4.25 5.15 6.24 7.38

60℃ 0.00 0.27 0.68 1.45 2.73 3.62 4.08 5.08 6.02 8.13

40℃ 0.00 0.36 0.94 1.95 2.16 2.24 2.23 2.28 2.35 2.43

  Protease (IU/g)

80℃ 0.00 0.03 0.06 0.09 0.18 0.38 0.61 0.82 1.14 1.27

60℃ 0.01 0.02 0.04 0.08 0.14 0.40 0.55 0.91 1.26 1.35

40℃ 0.00 0.05 0.09 0.17 0.16 0.24 0.25 0.26 0.26 0.35

  Reducing sugar (%)

80℃ 1.04 0.92 1.02 2.13 2.45 3.36 3.87 3.95 4.03 4.23

60℃ 1.06 0.94 0.97 1.84 2.03 3.11 3.44 3.51 3.71 4.32

40℃ 1.02 0.83 0.61 0.55 1.14 1.33 1.47 1.83 1.98 2.26

  Amino nitrogen (mg%)

80℃ 63 71 75 84 96 132 182 255 322 389

60℃ 58 66 65 69 115 127 170 219 287 364

40℃ 57 56 58 64 77 91 128 135 1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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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주의 발효에 따른 amylase와 protease의 활성, 그리고 이들의 분해산물이라 할 수 있는 

총환원당 및 아미노태질소의 함량 변화를 Table 1-13에 정리하 다. 효소활성과 그 분해산물

의 함량에서도 80℃와 60℃에서 성형한 메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40℃에서 성형한 메주는 

이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 다. Amylase의 경우, 발효 초기의 효소생산은 40℃ 성형구가 

다소 빨랐으나 발효 후기에 이르러서는 2.5 IU/g 내외의 효소활성을 보인데 비하여 60℃ 및 

80℃ 성형구는 발효후기에 8.0 IU/g 내외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Protease도 amylase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발효후기에 이르러 80℃ 성형구는 1.27 IU/g, 60℃ 성형구는 1.35 IU/g의 활

성을 보 으나 40℃ 성형구는 0.35 IU/g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총환원당의 함량은 발효후기에 

80℃ 성형구는 4.23%, 60℃ 성형구는 4.32%, 40℃ 성형구는 2.26%이었으며 아미노태질소의 함

량도 각각 389 mg%, 364 mg%, 144 mg%로 조사되었다. 한편, 40℃에서 성형한 메주의 초기 

미생물 생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미노태질소 및 총환원당 함량이 낮은 것은 미생물들이 

발효초기에 유리 양물질을 이용하여 급격히 생장한 다음 pH 저하 등의 환경변화로 가수분해

효소의 생산이 제한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메주의 압출 성형에서 성형온도는 증자대두의 물성에 변화를 주어 메

주의 압착 도 등에 향을 주게되고 그에 따라 메주의 수분증발, 미생물의 생장환경 등이 달

라져 결국은 효소활성과 분해산물의 함량 등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바람직한 메

주발효를 위해서는 60℃ 이상의 온도에서 메주성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통메주

   메주의 주요 미생물군으로 알려진 Bacillus spp.,  사상균류, Lactobacillus spp.의 분포는 각

각 10
8
 CFU/g, 10

7
 CFU/g, 10

5
 CFU/g이었다. 메주의 곰팡이와 Lactobacillus spp.는 5-10 kGy

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거의 사멸되었으며 Bacillus spp.는 10 kGy의 조사에 의하여 5 log 

cycle 정도의 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Figure 1-5). 메주 보존기간 중의 미생물 변화는 Figure 

1-6에 나타내었다. Bacillus는 비조사구와 5 kGy 조사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비조사구는 10
9
 

CFU/g까지, 5 kGy 조사구는 10
7
 CFU/g까지 증식하 으며 10 kGy 및 20 kGy 조사구는 

post-irradiation effect에 의하여 보존 기간에도 점차 감소하 다. 곰팡이는 비조사구에서 10
8
 

CFU/g까지, 5 kGy 조사구에서 10
7
 CFU/g까지 증식하 으나 10-20 kGy 조사구에서는 보존 

기간중에도 검출되지 않았다.  Lactobacillus는 비조사구와 5 kGy 조사구에서 보존초기 증가하

다가 보존 중기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10-20 kGy 조사구에서는 보존 기간 중에

도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을 조사한 후 메주의 pH, 단백질분해효소활성, 갈색도의 변화를 

Table 1-1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후 메주의 pH는 7.55-7.63의 범위 으며 비조사구와 5 

kGy 조사구는 보존 3개월 째에 pH가 각각 8.21과 8.02까지 상승하 다가 다시 점차 감소하

고 10-20 kGy 조사구에서는 pH의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단백질분해 효소활성은 

보존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 으며 갈색도는 10-2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현저히 억제

되었다. 한편, 장류의 갈변은 maillard reaction이나 산화, 효소반응 뿐만 아니라 Bacillus와 같

은 미생물에 의해서 상당부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메주의 갈변도 

억제는 미생물의 제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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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iability of Bacillus spp., Fungi and 

Lactobacillus spp. in Meju. ▲: Bacillus spp., ■: Fungi, ●: Lactobacill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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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Growth of the Bacillus spp. (A), Fungi (B) and Lactobacillus spp. (C) cells in 

the gamma irradiated Meju during storage at 25℃ for 12 months. ●: control 

(non-irradiation), ○: 5 kGy, □: 10 kGy, △: 20 kGy.

   감마선을 조사한 메주의 보존기간 중 질소성분의 변화를 Table 1-15에 나타내었다. 메주의 

보존초기 NH2-nitrogen 함량은 224-231 mg%이었으며 보존 12개월 후 비조사구는 522 mg%

까지 증가하 다. 10-20 kGy 조사구는 보존 12개월 후에도 각각 345, 329 mg%의 

NH2-nitrogen 함량을 나타내어 비조사구와 5 kGy 조사구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다. NH3-nitrogen 함량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더욱 큰 향을 받아 10-20 kGy 조사구의 

NH3-nitrogen 함량은 비조사구의 2/3 수준에 머물 다. 메주의 가장 주요 미생물인 Bacillus는 

대두의 콩단백을 분해하여 생성된 아미노산을 물질대사에 이용하게 되는데 pH가 증가함에 따

라 휘발성 암모니아가 생성되어 좋지 않은 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메주의 감마

선 조사는 결과적으로 Bacillus의 증식을 억제하여 바람직한 메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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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4. Changes in pH, neutral protease activity and browning degree of gamma 

irradiated Meju during storage for 12 months at 25℃

 

Radiation

Dose (kGy)

Storage (month)

0 1 3 6 9 12 SEM
1)

pH

0 7.57d 7.94bcx 8.21ax 8.06bx 7.88cx 7.93bcx 0.043

5 7.62b 7.81abx 8.02ay 7.80aby 7.74by 7.69by 0.059

10 7.55 7.56y 7.48z 7.52z 7.45z 7.36z 0.050

20 7.63 7.63y 7.57z 7.59z 7.51z 7.45z 0.040

SEM2 0.046 0.048 0.046 0.054 0.040 0.055

Protease

(IU/g)

0 1.12b 1.41ax 1.20b 0.82cy 0.73c 0.75c 0.033

5 1.09a 1.16ay 1.18a 0.74by 0.69b 0.72b 0.031

10 1.15a 1.11ay 1.05a 0.94bx 0.82b 0.83b 0.038

20 1.14a 1.07ay 1.01a 1.02ax 0.83b 0.78b 0.040

SEM2 0.035 0.040 0.039 0.036 0.039 0.024

Browning

(O.D. at 

500nm)

0 0.68c 0.75cx 0.93bx 1.15ax 1.14ax 1.18ax 0.033

5 0.70c 0.73cx 0.88bx 0.93by 1.02ay 1.05ay 0.026

10 0.66 0.69xy 0.74y 0.73z 0.77z 0.75z 0.028

20 0.67 0.65y 0.72y 0.70z 0.75z 0.74z 0.025

SEM2 0.035 0.021 0.032 0.025 0.027 0.027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8).SEM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2).

Table 1-15. Changes in NH2- and NH3-nitrogen contents of gamma irradiated Meju during 

storage for 12 months at 25℃

Radiation

Dose (kGy)

Storage (month)

0 1 3 6 9 12 SEM
1)

NH2-

nitrogen

(mg%)

0 226d 297cx 375bx 506ax 514ax 522ax 10.3

5 231d 305cx 343by 428ay 447ay 450ay 8.7

10 224d 235dy 266cz 304bz 339az 345az 8.3

20 228b 240by 258bz 313az 320az 329az 10.3

SEM2 9.6 9.7 8.1 10.4 9.1 9.7

NH3-

nitrogen

(mg%)

0 315d 475cx 586bx 627abx 670ax 662ax 13.9

5 312d 401cy 477by 539ay 553ay 581ay 13.8

10 320c 375byz 380bz 414abz 442az 454az 12.3

20 314d 356cdz 394bcz 405bcz 425abz 468az 14.0

SEM2 8.5 13.6 9.2 14.3 16.7 16.6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8).SEM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2).

   감마선 조사 후 상온에서 12개월 보존한 메주와 제조된 지 1개월 이내의 메주로 간장을 제

조하여 제품의 일반규격과 관능을 비교하 다(Table 1-16). 간장의 pH는 12개월간 보존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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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조한 것이 새 메주로 제조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10-20 kGy 조사구는 새 메

주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NH2-nitrogen과 NH3-nitrogen의 함량에서도 10-20 kGy

의 감마선 조사후 12개월 보존한 메주로 제조한 간장의 품질특성이 새 메주로 제조한 것과 차

이가 없었다. 관능평가 결과 1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후 12개월 보존한 메주로 제조한 

간장의 관능이 새 메주로 제조한 것과 더불어 가장 우수하 다. 

   이상과 같이 대량생산이나 장기보존이 어렵고 생산시기가 제한된 전통메주의 보존성 향상

을 위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다음 12개월간 보존한 후 간장을 제조해 본 결과 10 kGy 수준의 

감마선 조사가 메주의 보존성확보에 매우 유효함을 확인하 다.

  (4) 간장 

    감마선을 조사한 양조간장과 한식간장의 Bacillus(Figure 1-7), 효모(Figure 1-8), 젖산균

(Figure 1-9)의 생존율과 보존기간 동안의 생장변화를 측정하 다. Bacillus는 양조간장의 경

우, 비조사구에서 10
4
 cells/mL이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2
 cells/mL 까지, 1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1
 cells/mL 까지 감소되었고 한식간장에서는 비조사구에서  10

5
 

cells/mL이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3
 cells/mL 까지, 1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1
 cells/mL 까지 감소되었다. 양조간장의 효모는 비조사구에서  10

4
 cells/mL이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되었으며 한식간장에서도 비조사구에서 10
3
 cells/mL이

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에서 대부분 사멸되었다.

Table 1-16.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evaluations of the Korean type soy sauce 

(Kanjang) made from freshly made (control) and gamma irradiated Meju after storage for 

12 months 

Analysis Control
Radiation dose (kGy)

0 5 10 20 SEM1)

Chemical salt (%) 19.3 19.6 19.7 19.5 19.5 0.10

pH 5.15c 6.06a 6.12a 5.34b 5.27b 0.03

NH2-nitrogen (mg%) 232cd 257a 245b 239bc 228d 2.92

NH3-nitrogen (mg%) 83c 226a 232a 95b 101b 2.99

Color L 42.2a 13.0d 23.5c 27.2b 40.5a 1.10

a 40.8a 34.0c 38.6b 38.7b 42.0a 0.92

b 55.3b 22.3e 40.4d 46.5c 68.9a 0.71

Sensory Color 4.00a 2.75b 2.92b 3.92a 3.92a 0.178

Odor 3.92a 2.08b 2.25b 4.00a 3.75a 0.167

Desirable taste 4.17a 2.17b 2.33b 4.08a 3.83a 0.167

Overall acceptance 4.08a 2.42b 2.50b 4.08a 3.83a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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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M :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5).
2Trained panelists (12) were scored on the basis of 5 point scale: very good, 5; good, 4; fair, 3; 

poor, 2 and very po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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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hanges of Bacillus cells in gamma irradiated Shoyu (left) and Kanjang (right)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 non irradiation, ■: heating at 90℃ for 1 hr, □: 5 

kGy, △: 10 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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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hanges of yeast cells in gamma irradiated Shoyu (left) and Kanjang (right)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Symbols are same as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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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hanges of Lactobacillus cells in gamma irradiated Shoyu (left) and Kanjang 

(right)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Symbols are same as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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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젖산균은 양조간장에서는 10
5
 cells/mL, 한식간장에서는 10

4
 cells/mL이었던 것이 5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2
 cells/mL 까지, 1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10

0
 cells/mL 까지 

감소되었다. 감마선 조사에 대한 각 미생물군의 방사선감수성을 나타내는 D10값은 양조간장의 

Bacillus, 효모, 젖산균은 각각 2.67, 0.81, 1.30 kGy로, 한식간장의 Bacillus, 효모, 젖산균은 각

각 2.75, 0.98, 1.47 kGy로 계산되어 한식간장에 분포하는 미생물의 감마선 저항성이 약간 높았

다(Figure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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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0.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iability of Bacillus(●), yeast(■) and 

Lactobacillus(▲) cells in Shoyu (left) and Kanjang (right). The D10 values of  Bacillus, 

yeast and Lactobacillus in Shoyu were 2.67 kGy, 0.81 kGy and 1.30 kGy, in Kanjang were 

2.75 kGy, 0.99 kGy and  1.47 kGy, respectively.

   간장 Bacillus의 D10값인 2.67∼2.75 kGy는 일반적인 Bacillus 내생포자의 D10값으로 알려진 

2.4 kGy 내외
(89)

나 장류의 선행 연구결과인 메주의 2.28 kGy
(66)

보다는 높아 감마선 저항성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된장(D10=5.26 kGy)
(92)

이나 고추장(D10=3.94 kGy)
(93)

에 비해서는 감마

선 저항성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미생물에 대한 살균효과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크게 향을 받으며 식품의 수분활성이 높을수록 free radical의 향을 많이 받아 

방사선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

. 따라서 간장 Bacillus의 D10값이 된장이나 

고추장보다 낮은 것은 이들 장류제품에 비하여 간장의 수분활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 간장 효모의 D10값이 0.81∼0.98 kGy로 완충용액에서의 Candida(0.32 kGy)나 

Saccharomyces(0.36 kGy)의 D10값
(94)

보다 높은 것 역시 간장의 수분활성이 완충용액에 비하여 

낮은 것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장에는 여러 종의 미생물이 생장하고 있으므

로 보다 명확한 감마선 감수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미생물을 분리한 후 이들 미생물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장의 숙성정도 및 보존기간중의 품질평가 지표가 되는 총질소(Table 1-17)와 아미노산성

질소(Table 1-18)의 변화를 측정하 다. 양조간장 보존 초기의 총질소 함량은 1.17∼1.23의 범

위 으며 보존 18주 후, 비조사구와 열살균구에서 약간의 감소가 관찰되었을 뿐 감마선 조사구

는 보존 초기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 다. 한식간장의 총질소 함량은 0.87∼0.91의 범위로 양조

간장에 비하여 낮았으며 보존기간에 따른 각 시험구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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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Changes of total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Shoyu and Kan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unit : %)

Sample
Storage time (week)

0 3 6 9 12 15 18

Shoyu

Radiation 

dose(kGy)

0 1.20 1.21 1.18 1.16 1.12 1.13 1.12

5 1.17 1.19 1.18 1.17 1.19 1.15 1.17

10 1.21 1.18 1.19 1.20 1.18 1.18 1.19

20 1.19 1.20 1.20 1.18 1.19 1.17 1.18

Heating
1)

1.23 1.20 1.17 1.18 1.15 1.15 1.14

Kanjang

Radiation 

dose(kGy)

0 0.90 0.91 0.88 0.89 0.89 0.88 0.87

5 0.91 0.90 0.89 0.90 0.88 0.89 0.88

10 0.89 0.87 0.89 0.89 0.90 0.88 0.89

20 0.90 0.88 0.90 0.91 0.89 0.87 0.90

Heating
1)

0.87 0.87 0.86 0.88 0.86 0.85 0.85

1)
The samples were heated at 90℃ for 1 hr.

Table 1-18. Changes of amino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Shoyu and Kan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unit : mg%)

Sample
Storage time (week)

0 3 6 9 12 15 18

Shoyu

Radiation 

dose(kGy)

0 728 725 742 764 793 814 816

5 719 722 724 739 755 766 764

10 733 728 736 741 760 765 772

20 725 731 735 747 754 769 770

Heating
1)

717 723 718 726 730 721 729

Kanjang

Radiation 

dose(kGy)

0 572 566 581 595 633 674 681

5 548 553 553 574 597 609 610

10 559 562 560 572 588 616 622

20 563 560 569 577 581 605 625

Heating
1)

550 547 553 562 560 568 569

1)
The samples were heated at 90℃ for 1 hr.

   아미노산성질소 함량은 양조간장이 717∼733 mg%, 한식간장이 548∼572 mg%의 범위로 감

마선 조사 직후의 품질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보존 18주 후에는 양조간장과 한식간장 모두 비조

사구에서는 100 mg% 내외,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50 mg% 내외의 증가를 보 으며 열처리구에

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아미노산성질소의 상승

이 유의적으로 억제된다고 보고된 쌈장이나 개량메주와는 다르며, 감마선 조사 후에도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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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질소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된장과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따라서 간장도 된장과 마

찬가지로 보존 기간 중의 아미노산성질소의 상승이 미생물의 작용보다는 잔존 단백분해효소의 

활성에 의존하며, 열처리구에서 아미노산성 질소의 상승이 억제된 것은 열에 의한 단백분해효

소의 불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존초기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은 비조사구의 양조간장은 0.31 unit/g, 한식간장은 0.27 

unit/g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변화는 없었으나 열처리구에서는 효소활성이 

95% 이상 감소하 다(Table 1-19). 보존기간 중의 효소활성은 비조사구에서 약간의 증가가,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나타났다. 

   간장의 pH는 보존초기, 비조사구의 양조간장은 5.48, 한식간장은 5.71이었으며 감마선 조사

에 의한 pH의 변화는 없었다(Table 1-20). 보존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모든 시

험구에서 점차 낮아졌고 감마선 조사구나 열처리구에 비하여 비조사구의 pH 저하가 현저하

다. 

   간장의 갈색도는 보존초기, 비조사구의 양조간장은 1.35, 한식간장은 0.94의 흡광도를 보

으며 열처리에 의해서는 흡광도가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흡광도가 낮아지는 양

상을 보 으며 흡광도의 저하는 양조간장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Figure 1-11). 즉, 양조

간장의 경우 비조사구에서 1.35의 흡광도를 보이던 것이 5 kGy 조사구에서는 1.22로, 10 kGy 

조사구에서는 0.92로 흡광도가 낮아졌으며 한식간장도 비조사구의 0.94에서 5 kGy 조사구에서

는 0.87로, 10 kGy 조사구에서는 0.76으로 흡광도가 낮아졌다.

Table 1-19. Changes of protease activity in gamma irradiated Shoyu and Kan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unit : IU/g)

Sample
Storage time (week)

0 3 6 9 12 15 18

Shoyu

Radiation 

dose(kGy)

0 0.31 0.30 0.32 0.37 0.36 0.38 0.38

5 0.30 0.29 0.31 0.32 0.28 0.27 0.28

10 0.32 0.32 0.30 0.27 0.25 0.26 0.25

20 0.29 0.30 0.28 0.28 0.25 0.24 0.23

Heating
1)

0.02 0.02 0.01 0.03 0.03 0.05 0.04

Kanjang

Radiation 

dose(kGy)

0 0.27 0,26 0.29 0.28 0.33 0.34 0.35

5 0.26 0.27 0.25 0.25 0.24 0.25 0.22

10 0.25 0.22 0.23 0.22 0.24 0.24 0.23

20 0.27 0.27 0.28 0.24 0.23 0.21 0.21

Heating
1)

0.01 0.01 0.02 0.01 0.03 0.02 0.03

1)The samples were heated at 90℃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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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0. Changes of pH in gamma irradiated Shoyu and Kan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Sample
Storage time (week)

0 3 6 9 12 15 18

Shoyu

Radiation 

dose(kGy)

0 5.48 5.43 5.41 5.36 5.20 5.03 5.01

5 5.46 5.45 5.42 5.42 4.40 5.38 5.36

10 5.48 5.47 5.44 5.41 5.42 5.39 5.40

20 5.49 5.47 5.48 5.45 5.45 5.44 5.42

Heating
1)

5.50 5.46 5.47 5.42 5.38 5.36 5.31

Kanjang

Radiation 

dose(kGy)

0 5.71 5.64 5.62 5.57 5.46 5.39 5.32

5 5.71 5.71 5.68 5.64 5.66 5.62 5.60

10 5.70 5.69 5.69 5.68 5.69 5.67 5.64

20 5.73 5.71 5.70 5.69 5.68 5.67 5.65

Heating
1)

5.73 5.73 5.70 5.66 5.65 5.61 5.55

1)
The samples were heated at 90℃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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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1. Changes of browning in gamma irradiated Shoyu (left) and Kanjang (right) 

during storage at 25℃ for 18 weeks. ●: non irradiation, ■: heating at 90℃ for 1 hr, □: 5 

kGy, △: 10 kGy, ○: 20 kGy.  

   보존기간에 따른 갈색도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흡광도가 증가하 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 직후 색이 엷어졌던 시료들도 보존 6주 이후에는 비조사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

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제품의 갈색도가 낮아졌다가 보존기간의 경과

에 따라 다시 색이 환원되었다고 보고된 멸치액젓
(97)

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었다. 한편, 간장

의 갈변은 주로 maillard 반응 산물에 의하여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98)

,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간장의 탈색은 maillard 반응 산물의 물리화학적 분해에 기인하고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

른 색의 환원은 분해된 당이나 아미노산의 재결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나 보다 상세한 기작

을 알기 위해 in vitro의 model system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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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 Sensory evaluation of Shoyu and Kanjang, just after irradiation and  after 

storage at 25℃ for 18 weeks

Sample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Shoyu

After irradiation

Radiation 

dose (kGy)

0 3.83 3.67 3.33b 3.75

5 3.92 3.75 3.92
a

3.83

10 3.83 3.83 4.08
a

3.92

20 3.75 3.75 4.00a 3.75

Heat 3.92 3.83 3.25
b

3.75

After storage for 18 week

Radiation 

dose (kGy)

0 2.58b 2.25c 3.50 2.33c

5 3.50
a

3.50
ab

3.75 3.75
a

10 3.67
a

3.75
a

3.75 3.83
a

20 3.58a 3.58ab 3.67 3.67ab

Heat 2.92
b

2.92
b

3.58 2.83
b

Kanjang

After irradiation

Radiation 

dose (kGy)

0 4.00 3.67 3.58b 3.75

5 4.08 3.75 3.92
a

3.83

10 4.17 3.83 4.08
a

3.92

20 4.00 3.75 4.00a 3.75

Heat 4.17 3.83 3.67
b

3.75

After storage for 18 week

Radiation 

dose (kGy)

0 1.92c 2.17c 3.42 2.08c

5 3.42
ab

3.67
a

3.67 3.75
a

10 3.92
a

3.83
a

3.83 3.83
a

20 3.58ab 3.50a 3.83 3.58ab

Heat 2.75
b

2.92
b

3.75 2.67
b

   감마선 조사 직후의 보존 초기 및 보존 18주째의 제품에 대하여 맛, 향, 색상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Table 1-21). 전체적으로 보존 초기의 시료에서는 감마선 조사구의 색상에 대한 선

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맛과 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보존 18주 후에는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양조간장의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열살균, 비조사구의 순으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간장의 미생물 및 이화학적 관점의 보존성 향상뿐만 

아니라 관능품질을 유지, 향상시키는데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된장

   된장에 분포하는 Bacillus, 효모, Lactobacillus의 감마선 감수성과 조사 후 생장변화를 살

펴보았다(Figure 1-12). 된장의 Bacillus는 비조사구에서 10
8
 cells/g 이었으며 10 kGy의 조사

로 10
6
 cells/g으로, 20 kGy에서 10

4
∼10

5
 cells/g으로 감소하 다. 효모와 젖산균은 비조사구에

서 10
3
 cells/g 수준이던 것이 10 kGy의 조사에 의하여 대부분 제거되었다. 한편, 된장에 분포

하는 Bacillus의 D10 값은 약 5.26 kGy 로 계산되어(Figure 1-13) 일반적인 Bacillus 

endospore의 2.5 kGy
(89)

, 메주의 2.28 kGy
(66)

, 청국장의 1.78 kGy
(68)

보다 높았다. 감마선 조사 



후 미생물의 생장을 살펴보았다. 비조사구, 에탄올 첨가구, 솔빈산 첨가구의 Bacillus는 보존 

12 주 동안 10
8
∼10

9 
cells/g, 5 kGy 조사구는 10

6
∼10

7 
cells/g의 수준을 유지하 다. 10 kGy와 

20 kGy 조사구의 Bacillus 도는 보존기간동안 1 log unit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이 환경 요인에 의하여 점차 사멸하는 post-irradiation effect
(99)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비조사구의 효모와 젖산균은 보존 초기 10
3
 cells/g에서 보존 12주 

후 10
5
∼10

6
 cells/g 수준으로 증가하 고 솔빈산 첨가구와 에탄올 첨가구에서는 증식이 관찰되

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보존기간 동안 효모와 젖산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한

편, 장류 제품의 품질열화는 대부분 장류의 효모와 젖산균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95)

 방사선 조

사가 된장의 안정적인 품질유지에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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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Changes in Bacillus(A), yeast(B) and Lactobacillus(C) cell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2 weeks. ○: non irradiation, △: 2% 

ethanol treated, □: 0.1% sorbic acid treated, ●: 5 kGy, ▲: 10 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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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iability of Bacillus cells in Doenjang. The 

equation is (y = -0.1902x + 7.6952) and D value is 5.26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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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의 중성단백분해효소 활성은 감마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에서 1.28 ∼ 1.43 unit/g의 범

위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가 된장의 단백분해효소 활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으며 보존 기간 중의 효소활성 변화도 크지 않았다(Table 1-22). 된장의 pH는 감마선 조사

구와 비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 5.01∼5.08의 범위 으나 보존 12주 후 비조사구는 4.87까지 낮

아졌고 감마선 조사구와 에탄올 첨가구, 솔빈산 첨가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된장 보존 중의 아미노태질소(NH2-nitrogen) 함량을 측정하 다(Table 1-23). 보존 초기 각 

시료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554∼605 mg% 범위 으며 보존 12주 후 비조사구는 784 mg%

로, 감마선 조사구는 705∼732 mg% 수준으로 증가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미생물의 생

장이 충분히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중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증가한 것은 잔존 단

백질분해효소의 활성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된장의 보존 중 갈변도는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갈변이 억제되었다고 보고된 쌈장
(16)

이나 메주
(66)

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숙성이 완료된 된장에서의 갈변이 미생물의 작용
(91)

보다는 maillard 반응, 산화, 

효소작용 등과 같은 화학적, 생화학적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6) 고추장 

   감마선을 조사한 고추장의 Bacillus, 효모, 젖산균의 생존율과 보존기간 동안의 생장변화를 

측정하 다(Figure 1-14). 고추장의 Bacillus는 비조사구에서  10
7
 cells/g 수준이었으며 10 

kGy의 감마선 조사구는 10
5
 cells/g 까지, 20 kGy 조사구는 10

3
 cells/g 까지 감소되었다. 효모

와 젖산균도 비조사구에서는10
3
∼10

4
 cells/g의 분포를 보 으나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서는 완전사멸에 가까운 살균효과를 보 다.

Table 1-22. Changes in neutral protease activity and pH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10 12

Protease (IU/g)

Radiation

dose (kGy)

0 1.32 1.36 1.43 1.45 1.46 1.52 1.53

5 1.34 1.31 1.40 1.35 1.38 1.39 1.34

10 1.43 1.35 1.40 1.38 1.38 1.39 1.37

20 1.29 1.36 1.32 1.35 1.42 1.39 1.40

Ethanol 2% 1.28 1.25 1.36 1.39 1.32 1.35 1.38

Sorbic acid 0.1% 1.33 1.29 1.32 1.35 1.31 1.40 1.36

pH

Radiation

dose (kGy)

0 5.06 5.07 5.02 4.95 4.96 4.88 4.87

5 5.08 5.07 5.10 5.03 5.04 5.02 5.03

10 5.07 5.02 0.05 5.04 5.03 4.99 5.04

20 5.06 5.07 5.12 5.08 5.06 5.11 5.11

Ethanol 2% 5.04 5.00 5.08 5.09 5.09 5.05 5.01

Sorbic acid 0.1% 5.01 4.99 5.02 4.98 5.03 5.0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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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3. Changes in amino nitrogen (NH2-N) and browning pigment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10 12

NH2-N (mg%)

Radiation

dose (kGy)

0 599 587 548 632 689 773 784

5 592 562 591 618 644 711 732

10 605 573 582 604 655 688 705

20 554 601 595 576 632 701 722

Ethanol 2% 588 617 572 568 642 663 712

Sorbic acid 0.1% 575 589 583 590 622 672 716

Browning1)

Radiation

dose (kGy)

0 0.58 0.82 1.05 1.28 1.31 1.42 1.61

5 0.53 0.86 1.00 1.28 1.30 1.42 1.53

10 0.61 0.92 1.12 1.32 1.35 1.49 1.60

20 0.64 0.93 1.04 1.28 1.34 1.42 1.53

Ethanol 2% 0.54 0.88 1.03 1.25 1.27 1.36 1.51

Sorbic acid 0.1% 0.58 0.79 0.98 1.17 1.25 1.38 1.49

1)
Samples were extracted and diluted with 10-fold of water, filtered, and measured for absorbance at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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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4. Changes of the Bacillus(A),  yeast(B) and Lactobacillus(C) cells in gamma 

irradiated-Kochu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12 weeks. ○: non irradiation, △: 2% 

ethanol treated, □: 0.1% sorbic acid treated, ●: 5 kGy, ▲: 10 kGy, ■: 20 kGy.  



- 65 -

D10=3.94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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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iability of a Bacillus cells in Kochujang.

The equation is y = -0.2534x + 7.7634.

   한편, 고추장에 분포하는 Bacillus는  감마선 조사에 대하여 약 3.94 kGy의 D10값을 나타내

어(Figure 1-15), 일반적인 Bacillus 내생포자의 D10값으로 알려진 2.5 kGy 내외
(89)

나 메주의 

2.28 kGy
(66)

, 청국장의 1.78 kGy
(68)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감마선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Bacillus의 내생포자가 일반 양세포보다 방사선 저항성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부가적으로 방사선 저항성을 높이는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생물의 방사선에 대한 반응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의하여 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식품의 수분활성이 낮

을수록, 화학적 조성이 복잡할수록 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8)

.
 

한편, 고추장에는 10% 내외의 염이 첨가되어 있고 당, 아미노산, 유기산, 휘발성 향기성분 등

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추장 Bacillus의 D10값이 높아진 것은 발

효과정에서의 내생포자 형성 이외에도 다른 식품에 비하여 수분활성이 높고 서식환경의 화학

적 조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고추장의 특성에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존기간 중의 미생물의 생장변화를 살펴본 결과, Bacillus는 비조사구, 주정 첨가구, sorbic 

acid 첨가구에서는 10
7
∼10

8 
cells/g의 수준을, 5 kGy 조사구는 10

6 
cells/g의 수준을 유지하

으며 10 kGy와 20 kGy 조사구에서는 보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 약 1 log 단위의 균체

수 감소가 관찰되었다. 효모는, 비조사구의 경우 보존 초기에는 10
4 
cells/g의 수준이던 것이 보

존 2주 후에는 10
7
 cells/g으로 증식하 으며 주정 첨가구, sorbic acid 첨가구에서는 보존 기간

에 따라 10
1
∼10

2
 cells/g으로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5 kGy 조사구는 조사 직후 10

0
 

cells/g의 수준까지 효모의 살균이 이루어졌으나 생존 효모가 보존기간에 따라 점차 생장하여 

4주째에 10
5
 cells/g으로 증식하 다. 한편 10 kGy와 20 kGy 조사구에서는 전 보존기간에 걸쳐 

효모가 관찰되지 않아 완전살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 다. 젖산균은, 비조사구의 경우 보

존 초기에는 10
3 
cells/g의 수준이던 것이 보존 2주 후에는 10

5
 cells/g으로, 보존 12주 후에는 

10
7
 cells/g으로 지속적인 증식을 보 으며 주정첨가구는 12주 후에 1 log cycle 정도의 증가를, 

sorbic acid 첨가구는 2 log cycle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5 kGy 조사구는 효모의 경우처럼 

조사 직후 10
0
 cells/g의 수준까지 살균이 이루어졌으나 생존 젖산균이 보존기간에 따라 점차 

생장하여 4주째에 10
5
 cells/g으로 증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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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4. Changes of amylase activity and total reducing sugar in gamma 

irradiated-Kochu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10 12

Amylase (unit/g)

Radiation

dose (kGy)

0 0.54 0.53 0.59 0.56 0.64 0.62 0.65

5 0.58 0.55 0.57 0.53 0.55 0.51 0.53

10 0.53 0.58 0.55 0.52 0.49 0.51 0.55

20 0.54 0.51 0.56 0.53 0.52 0.51 0.50

Ethanol 2% 0.52 0.49 0.54 0.56 0.52 0.52 0.51

Sorbic acid 0.1% 0.55 0.50 0.53 0.52 0.51 0.55 0.54

Reducing sugar (%)

Radiation

dose (kGy)

0 7.36 7.42 7.24 7.10 6.56 6.60 6.44

5 7.48 7.39 7.41 7.32 7.26 7.22 7.13

10 7.29 7.28 7.32 7.25 7.25 7.18 7.21

20 7.34 7.36 7.33 7.38 7.35 7.25 7.28

Ethanol 2% 7.23 7.30 7.27 7.22 7.24 7.19 7.19

Sorbic acid 0.1% 7.40 7.31 7.34 7.28 7.27 7.19 7.24

Table 1-25. Changes of acidic protease activity and amino nitrogen (NH2-N) in gamma 

irradiated-Kochu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10 12

Protease (unit/g)

Radiation

dose (kGy)

0 0.84 0.83 0.87 0.92 0.91 0.94 0.94

5 0.88 0.82 0.83 0.81 0.84 0.85 0.82

10 0.85 0.81 0.81 0.82 0.80 0.79 0.77

20 0.86 0.84 0.80 0.81 0.81 0.89 0.78

Ethanol 2% 0.81 0.75 0.79 0.78 0.76 0.77 0.76

Sorbic acid 0.1% 0.83 0.81 0.78 0.78 0.79 0.76 0.75

NH2-N (mg%)

Radiation

dose (kGy)

0 235 266 273 311 313 320 324

5 246 253 259 268 284 287 302

10 240 238 242 253 262 258 266

20 228 242 239 250 268 265 271

Ethanol 2% 224 227 240 235 240 256 259

Sorbic acid 0.1% 237 228 235 243 258 260 261

   한편 10 kGy와 2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전 보존기간에 걸쳐 젖산균이 관찰되지 않

아 효모와 마찬가지로 완전살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 다. 한편, 고추장의 변패는 효모나 

젖산균 등에 의한 가스의 생성, pH의 저하
 
등이 주요 요인이므로 10 kGy 수준의 감마선 조사

를 통하여 이들 미생물을 완전 살균함으로서 고추장의 위생성과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조미식

품 및 식품첨가물로서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감마선 저항성이 

큰 Bacillus는 고추장 자체의 품질에는 큰 향을 주지 않으나 다른 식품과 함께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포자의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열살균 등과 병행한 Bacillus의 살균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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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장의 발효에서 양물질의 분해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인 amylase와 총환원당의 함량을 

측정하여 Table 1-24에 나타내었다. 보존초기의 amylase 활성은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

두 0.52∼0.58 unit/g의 활성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에 따라서는 비조사구에서 약간씩 증가하여 보존 12주 후 0.65 unit/g의 활성을 나타

내었을 뿐 감마선 조사구, 주정 및 sorbic acid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효소활성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총환원당의 함량도 보존초기에는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7.23∼7.48%의 함량

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으며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고 감마선 조사구와 주정 및 sorbic acid를 첨가 시험구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다. 한편, 감마선 비조사구에서 환원당의 함량이 낮아진 것은 보존기간 중의 미생물 생장으

로 당이 소모된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Protease 활성(Table 1-25)도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0.81∼0.88 unit/g의 활성을 

보여 amylase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변화는 없었으며, 보존기간의 경

과에 따라 비조사구에서만 보존 12주 후 0.94 unit/g으로 증가하 을 뿐 감마선 조사구, 주정 

및 sorbic acid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고추장의 숙성정도 및 보존기

간중의 품질평가 지표가 되는 아미노산성질소(Table 1-25)는 보존 초기모든 시험구에서 224∼

246 mg%의 범위이던 것이 보존 12주 후 비조사구는 324 mg%로, 5 kGy 조사구는 302 mg%

로 증가하 고 10 kGy와 20 kGy 조사구는 270 mg% 수준의 함량을 보 다. 주정과 sorbic 

acid를 첨가한 시료에서도 10 kGy 조사구와 비슷한 정도의 아미노산성질소 함량 변화를 나타

내었다. 

Table 1-26. Changes of pH and browning in gamma irradiated-Kochu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10 12

pH

Radiation

dose (kGy)

0 4.96 5.05 4.83 4.85 4.77 4.69 4.67

5 4.94 5.02 4.94 4.91 4.86 4.80 4.75

10 4.95 5.04 4.97 4.99 5.02 5.02 5.03

20 4.92 5.01 4.89 4.95 4.97 5.03 4.99

Ethanol 2% 4.99 5.12 5.08 5.07 5.09 5.11 5.10

Sorbic acid 0.1% 4.84 4.89 4.78 4.81 4.88 4.90 4.92

Browning
1)

Radiation

dose (kGy)

0 0.379 0.388 0.405 0.519 0.702 0.737 0.755

5 0.352 0.376 0.412 0.498 0.671 0.740 0.754

10 0.349 0.402 0.398 0.456 0.694 0.729 0.741

20 0.357 0.395 0.427 0.518 0.685 0.733 0.762

Ethanol 2% 0.369 0.412 0.433 0.506 0.681 0.727 0.747

Sorbic acid 0.1% 0.353 0.377 0.385 0.522 0.694 0.756 0.788

1)Samples were extracted by 10-fold of water, filtered, and measured absorbance at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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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의 pH는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pH 4.92∼4.96의 범위를 나타

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pH의 변화는 없었다.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는 

보존 12주 후 pH가 4.67로, 5 kGy 조사구는 4.75로 낮아졌다. 한편, 10 kGy와 20 kGy 조사구, 

주정첨가구, sorbic acid 첨가구에서는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Table 1-26). 고추장의 갈변도

(Table 1-26)는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 그리고 주정 및 sorbic acid를 첨가한 시험구 모두 보

존기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으며 각 시험구간에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갈변이 유의적으로 억제된다고 보고된 쌈장
(16)

이나 개량메주
(66)

와는 다른 결과

로, 숙성이 완료된 고추장에서의 갈변이 미생물의 작용
(91)

보다는 maillard 반응, 산화, 효소작용 

등과 같은 화학적, 생화학적 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체적인 고추장

의 일반 품질특성은 sorbic acid를 첨가하여 저장 중의 품질특성을 조사한 Shin 등
(100)

의 결과

와 유사하 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고추장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감마선 조사의 적정 선량은 10 

kGy 수준으로 생각되어지나 고추장을 소스 등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마선 저항성이 큰 

Bacillus의 살균을 목표로 20 kGy 이상의 조사선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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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 Figure 1-17. Figure 1-18.  

Figure 1-16. Growth of the Bacillus cells in Chungkukjang processing during 

fermentation at 38℃ for 45 hr.

Figure 1-1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iability of a Bacillus cells in Chungkukjang. 

Figure 1-18. Changes of the Bacillus cells in gamma irradiated-Chungkukjang during 

storage at 25℃ for 6 weeks. ○: non irradiation, △: 2% ethanol treated, □: 0.1% sorbic 

acid treated, ●: 5 kGy, ▲: 10 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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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국장

   청국장 발효기간 중 Bacillus의 생장변화를 조사하 다(Figure 1-16). 청국장의 발효 초기에 

starter로 접종한 B. natto는 10
3
 cells/g의 수준이었으며 발효개시 약 20 시간 전후로 대수기의 

증식이 시작되었고 발효완료 시점인 45시간에는 10
8
 cells/g 내외까지 생장하 는데 이는 미생

물 생장곡선에서 후기 대수기와 휴지기의 중간에 해당되었다. 발효가 완료된 청국장의 

Bacillus는 비조사구에서 10
8
 cells/g이었던 것이 5 kGy의 감마선 조사시에는 10

6
 cells/g까지, 

10 kGy에서는 10
3
 cells/g 까지 감소하 으며 20 kGy 감마선 조사시에는 10

0
 cells/g 까지 감

소되어 거의 완전 사멸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D10값과 12D값은 각각 1.78 kGy와 23.25 

kGy로 계산되었다(Figure 1-17). 이러한 결과는 메주에 분포하는 Bacillus의 D10값이 2.28 kGy

나
(66)

 일반적인 Bacillus 포자의 D10값으로 알려진 2.40 kGy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는 청국장의 Bacillus가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대한 미생물의 저항성은 양세포보다는 포자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89)

 본 연구의 경우에는 청국장 발효 후 Bacillus의 대부분이 후기 대수기의 생장단계에서 

양세포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포자에 비하여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된 것으로 해

석되었다.  

   한편, 이온화 방사선의 미생물에 대한 효과는 상당부분 라디칼에 의한 간접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환경이 미생물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선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분활성이 낮을수록, 서식환경의 화학적 조성이 복잡할수록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부에서 생성되는 라디칼과의 경쟁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생물의 보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

. 청국장에는 염이 첨가되지 않거나 첨가되더라도 

3% 내외의 낮은 농도로 첨가되므로 10∼20%의 염이 첨가되는 다른 장류에 비하여 수분활성

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다른 장류는 곰팡이, 효모, Bacillus, 산생성세균 등의 다양한 미생

물군에 의하여 수개월의 장기 발효로 제조되므로  Bacillus에 의한 단기간의 발효로 제조되는 

청국장에 비하여 당,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다양하게 생성되며 그 함량도 훨씬 높다. 이런 관

점에서 본다면 청국장 Bacillus의 D10값이 낮아진 것은 세포의 포자형성 여부 이외에도 다른 

장류에 비하여 수분활성이 높고 서식환경의 화학적 조성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청국장의 

특성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감마선을 조사한 청국장의 보존 

중 Bacillus의 생장변화도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Figure 1-18). 청국장 

보존기간 중의 Bacillus의 생장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조사구에서는 보존 초기 10
8
 cells/g이었

던 것이 6주 후 10
9
 cells/g 까지 증식하 고 5 kGy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보존 초기 10

6
 

cells/g의 Bacillus가 보존 6주 후까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10 kGy 감마선 조사구

는 보존초기 10
4
 cells/g이었던 Bacillus의 세포수가 점차 감소하여 보존 6주 후에는 10

0
 cells/g 

의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20 kGy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보존 초기부터 6주까지 10
0
 cells/g의 수

준을 유지하 다. 한편, 각각 ethanol과 sorbic acid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Bacillus의 생장이나 

사멸은 관찰되지 않고 보존 초기의 균수를 그대로 유지하 다. 따라서 ethanol과 sorbic acid는 

Bacillus를 사멸시키지는 못하나 세포의 활성을 잠정적으로 억제하는 보존료로서의 효능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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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7. Changes of amino nitrogen (NH2-N) and ammonia nitrogen (NH3-N) in gamma 

irradiated-Chungkuk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5 6

NH2-N (mg%)

Radiation

dose (kGy)

0 392 485 601 721 886 942 965

5 383 407 544 626 702 713 766

10 377 406 415 457 453 495 532

20 385 390 394 421 459 454 475

Ethanol 2% 364 386 417 443 468 501 506

Sorbic acid 0.1% 379 395 428 476 495 514 527

NH3-N (%)

Radiation

dose (kGy)

0 0.241 0.315 0.362 0.372 0.407 0.443 0.450

5 0.233 0.285 0.304 0.314 0.367 0.368 0.372

10 0.216 0.232 0.254 0.288 0.305 0.312 0.324

20 0.228 0.229 0.244 0.242 0.263 0.283 0.285

Ethanol 2% 0.247 0.242 0.271 0.264 0.287 0.303 0.309

Sorbic acid 0.1% 0.226 0.235 0.256 0.271 0.312 0.319 0.325

Table 1-28. Changes of pH, protease activity and browing pigments in gamma 

irradiated-Chungkukjang during storage at 25℃ 

Sample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5 6

Protease (IU/g)

Radiation

dose (kGy)

0 0.96 0.99 1.14 1.17 1.19 1.22 1.21

5 0.94 0.95 0.93 0.90 0.88 0.86 0.86

10 0.98 0.95 0.94 0.93 0.85 0.85 0.81

20 0.96 0.97 0.93 0.92 0.92 0.84 0.82

Ethanol 2% 0.78 0.79 0.78 0.74 0.71 0.72 0.67

Sorbic acid 0.1% 0.96 0.96 0.92 0.93 0.91 0.88 0.86

pH

Radiation

dose (kGy)

0 7.80 7.81 7.71 7.53 7.24 6.92 6.89

5 7.80 7.76 7.78 7.64 7.45 7.13 7.02

10 7.77 7.81 7.80 7.52 7.50 7.24 7.01

20 7.78 7.78 7.79 7.55 7.47 7.31 7.04

Ethanol 2% 7.79 7.82 7.76 7.50 7.44 7.15 7.02

Sorbic acid 0.1% 7.56 7.50 7.31 7.25 7.24 7.02 6.95

Browning (OD at 450 nm)

Radiation

dose (kGy)

0 0.88 1.06 1.28 1.36 1.40 1.47 1.55

5 0.87 0.89 0.97 1.10 1.22 1.33 1.38

10 0.90 0.94 1.01 1.03 1.18 1.29 1.33

20 0.90 0.95 0.94 1.05 1.14 1.26 1.27

Ethanol 2% 0.87 0.92 1.06 1.09 1.22 1.30 1.37

Sorbic acid 0.1% 0.91 0.93 0.98 1.11 1.15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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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류제품의 숙성정도 및 보존기간중의 품질평가 지표가 되는 아미노태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의 변화를 측정하 다(Table 1-27). 청국장 보존 초기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모든 시험

구에서 364∼392 mg%의 범위 으나 보존 6주 후, 비조사구는 965 mg%로 증가하 고 감마

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아미노태질소량의 상승이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532 

mg%, 20 kGy에서는 475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암모니아태질소의 함량도 아미노태질소

와 마찬가지로 보존초기 0.21∼0.24%이었던 것이 보존 6개월 후, 비조사구는 0.45%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암모니아태질소의 상승이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0.32%, 20 kGy에서는 0.21%의 함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모니아태질소 생성의 주

요 요인인 Bacillus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되거나 생리적 활성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한편, ethanol과 sorbic acid를 첨가한 시료에서도 10 kGy∼20 kGy의 감마선 조사구

와 비슷한 정도의 아미노태질소 및 암모니아태질소의 상승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장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한 아미노산이나 peptide의 함량 및 조성이 품질을 결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청국장 보존 중의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Table 1-28). 효소활성의 측정 결과,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0.9

4∼0.98 unit/g의 활성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보존

기간에 따른 효소활성의 변화는 비조사구의 경우 Bacillus의 생장과 함께 점차 증가하여 6주 

후에는 1.21 unit/g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약간 감소하여 보존 6주 후에

는 초기 효소활성의 10% 정도가 감소한 0.81∼0.86 unit/g의 범위를 보 다. 한편, sorbic acid

를 첨가한 시료는 감마선 조사구와 비슷한 효소활성 감소가 있었으나 ethanol을 첨가한 시료

는 ethanol 처리 직후에는 20%, 보존 6주 후에는 30% 정도의 효소활성 감소가 관찰되었다. 

청국장의 pH는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7.76∼7.80의 범위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pH의 변화는 없었으나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의 pH 

저하가 빨라져 보존 6주 후 비조사구의 pH는 6.89로 낮아졌고 감마선 조사구는 7.01∼7.04의 

pH를 유지하 다. Ethanol 첨가 시료의 pH 변화는 감마선 조사구와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sorbic acid 첨가시료는 감마선 비조사구보다 낮은 pH를 보 다(Table 1-28). 

   청국장은 보존기간에 따라 갈색도가 증가하여 제품의 외관에 향을 미친다.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의 갈변도를 조사한 결과 보존초기 흡광도(450 nm)가 0.87∼0.91 이었던 것이 

보존 6주 후, 비조사구는 1.55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갈색화가 

억제되어 10 kGy에서는 1.33, 20 kGy에서는 1.27의 흡광도를 보 으며 ethanol 첨가구는 1.37, 

sorbic acid 첨가구는 1.20의 흡광도를 보 다(Table 1-28). 한편, 장류의 갈색화는 maillard 반

응, 산화 등과 같은 화학적인 작용뿐 아니라 melanin을 생성하는 Bacillus에 의해서도 유도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91)

 감마선 조사구와 보존료 첨가구의 갈색화 억제의 상당부분은 

Bacillus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사멸되거나 갈색화와 관련된 생리적 활성이 감소한 때문으

로 판단된다. 

  (8) 쌈장

   감마선조사, 열살균, 주정살균으로 살균방법을 달리한 쌈장의 보존기간 동안 일반세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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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의 생장변화를 측정하 다(Figure 1-19). 일반세균은 감마선 비조사구, 열처리구, 주정처리

구에서는 25℃에서 10주간 저장시 보존초기의 10
8
 CFU/g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 다. 그러나 

감마선조사구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세균의 도가 낮아져 5 kGy에서는 10
5 

CFU/g, 10 kGy 조사구에서 10
3
 CFU/g 으로 일반세균이 감소되었으며 보존기간 중에도 미생

물의 생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효모는 무처리구의 경우 보존초기 10
3
 CFU/g에서 10주째에 10

5
 

CFU/g까지 증가하 으며, 열처리구는 열살균 직후 1 log cycle 정도 감소하 으나 10주째에 

10
4
 CFU/g으로 증가하 다. 한편, 주정첨가구는 보존초기에 10

3
 CFU/g의 도를 보여 직접적

인 살균효과는 없었으나 보존기간 동안 효모의 생장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보 다. 감

마선 조사구에서는 효모가 완전 사멸되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마선조사는 일반적으로 

gas의 생성
(95,101)

과 제품 표면에서의 생장
(96)

을 통하여 장류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데 관여하는 

효모를 제어하여 미생물적 보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효모에 

비하여 일반세균의 살균에 필요한 감마선 조사선량이 큰 이유는 쌈장의 주원료인 된장의 주요 

세균인 Bacillus sp.의 내생포자가 열이나 감마선조사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인데
(89)

 일반

적으로 쌈장의 원료인 된장에 분포하는 효모인 Saccharomyces sp.는 약 0.5 kGy 이하의 D10 

값을, Bacillus subtilis는 2.5 kGy 내외의 D10값을
(88)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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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9.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total bacterial cells (A) and 

yeasts (B) in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Symbols, ●: control, ■: 2% 

ethanol, ▲: heating at 80℃  for 30 min., ○: 2.5 kGy, □: 5.0 kGy, △: 10.0 kGy.

  

   쌈장의 보존 기간에 따라 gas 발생에 의한 swelling 여부를 관찰하 다(Table 1-29). 25℃ 

보존시 무처리구는 5주부터 swelling이 관찰되어 10주에 시료 부피의 2.5배까지, 열처리구는 10

주에 20% 정도 팽창하 으며, 감마선 조사구와 37℃ 보존 전체 시험구에서는 swelling이 관찰

되지 않았다. 미생물의 변화를 살펴볼 때 10
4 
CFU/g 이상의 효모 생장이 swelling의 개시 시

점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감마선조사로 장류의 gas 생성 및 변패의 원인 미생물인 효

모를 사멸시킴으로써 쌈장의 swelling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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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9. Swelling ratio of Samjang during storage periods at 25℃ and 37℃

Storage
Temp. 

Sample
Storage periods (week)

0 1 2 3 5 10

37℃ Control 1.001) 1.02 1.03 1.14 1.58 2.43

Alcohol 2% 1.00 1.03 1.03 1.04 1.13 1.16

Pasteurization 1.00 1.01 1.01 1.03 1.11 1.25

Gamma  2.5 kGy 1.00 1.01 1.02 1.01 1.02 1.02

       5.0 kGy 1.00 1.02 1.01 1.02 1.02 1.03

       10.0 kGy 1.00 1.01 1.01 1.01 1.03 1.02

25℃ Control 1.00 1.04 1.03 1.03 1.07 1.05

Alcohol 2% 1.00 1.04 1.05 1.06 1.05 1.06

Pasteurization 1.00 1.02 1.03 1.02 1.04 1.03

Gamma  2.5 kGy 1.00 1.03 1.01 1.02 1.04 1.04

       5.0 kGy 1.00 1.02 1.03 1.01 1.03 1.02

       10.0 kGy 1.00 1.02 1.03 1.02 1.03 1.03

1)Values of swelling ratio(S) are calculated by the equation, S=Vt/Vo. (Vt: volume at D+t week, 

Vo: volume at D+0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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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0.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browning of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A) and 37℃ (B). Symbols, ●: control, ■: 2% ethanol, ▲: heating at 8

0℃  for 30 min., ○: 2.5 kGy, □: 5.0 kGy, △: 10.0 kGy

   보존기간 중의 쌈장의 갈색화 정도를 여과액의 흡광도(OD500 nm)로 측정하 다(Figure 

1-20). 초기 시료의 흡광도는 무처리구와 주정첨가구, 그리고 감마선조사구에서는 0.09∼0.11 

이하의 범위 으나 열처리구에서는 갈색화의 향으로 흡광도가 0.15 정도로 높아졌다. 보존

기간을 통하여 흡광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데, 열처리구의 경우는 25℃, 5주째에 상품

으로서의 색상 한계치로 평가되는 0.30 이상으로 증가하 다. 감마선조사구는 25℃ 보존의 경

우 보존 10주까지도 안정적으로 갈색화가 지연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37℃ 보존 시험구에서

는 무처리구의 갈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보존 1주째에 이미 0.30 이상의 갈색화도를 보

다. 따라서 일반적인 장류제품의 보존온도인 상온에서 쌈장의 갈색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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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열처리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감마선조사를 통하여 갈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류제품의 숙성정도 및 보존기간 중의 품질평가지표가 되는 아미노태 질소(Figure 1-21)와 

pH(Figure 1-22)의 변화를 측정하 다. 초기의 아미노태 질소는 모든 시험구에서 510∼520 

mg%의 범위 으나 25℃ 보존시 무처리구는 10주 후 770 mg%, 열살균구와 주정 첨가구는 각

각 675 mg%, 661 mg%로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550∼600 mg%의 범위로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주었다. 또한, 37℃ 보존시에도 무처리구는 3주 후 913 mg%, 열살균구와 주정 첨

가구는 각각 712 mg%와 766 mg%로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 으나 감마선 조

사구는 600 mg% 이하의 품질을 유지하 다. 한편, pH는 보존 초기 5.18∼5.20의 범위에서 보

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25℃에서는 열살균구의 pH 저하가, 37℃에서

는 무처리구의 pH 저하가 각각 현저하 는데 이는 쌈장 제조 후 유기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분포가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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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1.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amino nitrogen contents of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A) and 37℃ (B). Symbols, ●: control, ■: 2% ethanol, ▲: 

heating at 80℃  for 30 min., ○: 2.5 kGy, □: 5.0 kGy, △: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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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2.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pH of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A) and 37℃ (B). Symbols, ●: control, ■: 2% ethanol, ▲: heating at 80℃  for 30 

min., ○: 2.5 kGy, □: 5.0 kGy, △: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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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제품에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와 이차 대사산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존기간에 

따른 외관과 관능의 품질, 그리고 기능성 등에 향을 주게 되므로 장류제품의 효소활성 평가 

지표가 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변화(Figure 1-23)를 살펴보았다. 초기 시료의 protease 

활성 측정 결과, 무처리구와 감마선 조사구에서 1.43∼1.52 unit/g의 활성을 보여 감마선조사에 

의한 효소활성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주정 첨가구에서는 30%, 열처리구에서는 70% 정

도의 효소활성 감소가 나타났다. 보존기간에 따른 protease 활성의 변화는 무처리구의 경우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열살균구는 감소 후 증가를, 주정 처리구는 약간의 감소를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protease의 효소활성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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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3.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protease activities of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Symbols, ●: control, ■: 2% ethanol, ▲: heating at 80℃  for 30 

min., ○: 2.5 kGy, □: 5.0 kGy, △: 10.0 kGy.

Table 1-30.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sensory quality of Samjang stored at 25℃ for 

5 weeks

Storage period

(week)
Sample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0

Control 4.1a 4.2a 4.2 4.2a

Alcohol 2% 3.7
b

3.2
b

4.1 3.4
b

Pasteurization 3.6
b

3.5
b

3.8 3.5
b

Gamma  2.5 kGy 4.0a 4.3a 4.1 4.1a

       5.0 kGy 4.1
a

4.1
a

4.2 4.2
a

       10.0 kGy 4.1
a

4.2
a

4.1 4.1
a

5

Control 2.2c 2.3c 2.2b 2.1c

Alcohol 2% 3.1
b

2.9
b

3.1
a

3.2
b

Pasteurization 2.8
b

2.6
c

2.5
b

2.8
b

Gamma  2.5 kGy 3.7a 3.6a 3.4a 3.6a

       5.0 kGy 3.5
a

3.8
a

3.5
a

3.7
a

       10.0 kGy 3.5
a

3.6
a

3.5
a

3.6
a

a,b,c)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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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 제조 직후와 25℃ 보존 5주째의 제품에 대하여 맛, 향, 색상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

(Table 1-30). 제조 직후의 제품에서 무처리구와 감마선 조사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주

정첨가구는 향미에서 거부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열처리구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 다. 보존 5주째의 제품에서는 감마선조사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주정첨가, 

열살균, 무처리구의 순으로 선호도가 낮아졌다. 

  (9) 저염된장

   저염된장 보존 중의 Bacillus, 효모 그리고 젖산균의 생장변화를 조사하 다. Bacillus는 6%

와 8%의 저염된장 모두 비조사구에서 보존 초기에 10
9
 cell/g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6% 저염된장에서는 4 log cycle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비하여 8% 저염

된장에서는 3 log cycle의 감소가 관찰되어 6% 저염된장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Bacillus의 

감수성이 높았다(Figure 1-24). 이러한 결과는 청국장과 된장에 서식하는 Bacillus의 방사선 감

수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Byun 등이 된장
(92)

과 청국장
(68)

의 감마선 조사에서 

Bacillus의 D10 값이 각각  5.26 kGy, 1.78 kGy로 청국장 Bacillus의 감마선 감수성이 훨씬 높

으며 이러한 차이는 청국장의 Bacillus는 주로 양세포로, 된장의 Bacillus는 내생포자상태로 

분포하는 데에 따른 차이라고 보고한 것과 연관된다. 즉, 본 실험에 사용된 저염된장의 청국장 

혼합비는 염도 6% 제품에서 70%, 염도 8% 제품에서 40%의 비율로 혼합되므로, 방사선 감수

성이 큰 청국장의 혼합비가 높은 염도 6% 제품이 염도8% 제품보다 Bacillus의 사멸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보존기간 중의 Bacillus 생장은 비조사구에서는 보존기간 동안 10
9
 cell/g의 

수준을 유지하 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감마선 조사 후 감소하 다가 보존 기간을 통하여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그 증가율은 8% 염도의 시료보다 6% 염도의 시료에서 보다 현저

하 다(Figure 1-24). 이러한 결과는 일반 된장에 감마선을 조사하 을 경우 생존 Bacillus는 

보존 기간을 통하여 점차 감소한다는 Byun 등
(92)

의 보고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방사선 저항성

이 높은 Bacillus의 포자가 감마선 조사 후에 생존하여도 염도가 높은 된장에서는 생장을 못하

는데 비하여 저염의 조건에서는 생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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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4. Growth of Bacillus cell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with salt concentration 

of 6%(Left) and 8%(Right) during storage periods at 25℃. Radiation dose were ●; 0 kGy, 

■; 5 kGy, △; 10 kGy,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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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의 효모와 젖산균의 도는 된장의 배합비율이 높은 염도 8%의 저염된장이 6% 시료

보다 높았으며 감마선 조사에 대한 효모와 젖산균의 방사선 감수성은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완전 살균되는 수준으로 기존의 보고와 유사하 다. 보존기간 중 효모와 젖산균

이 검출된 비조사구 및 5 kGy 조사구의 미생물 생장변화를 살펴보면, 8% 염도에서는 효모와 

젖산균 모두 보존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식하는 양상이었으나 6% 염도에서는 보존초기에 

증식하 다가 보존 2∼3주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이는 된장 등의 일반 장류에서는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후 효모와 젖산균이 post-radiation effect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

소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저염조건에서의 효모와 젖산균의 생장이 

Bacillus 등의 다른 미생물군과 길항작용을 나타내거나 부패에 따른 이차대사산물이 미생물의 

생장에 향을 준 때문으로 해석되나 보다 상세한 기작은 각 환경요소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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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5. Growth of yeast(A) and Lactobacillus(B) cell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with salt concentration of 6% and 8% during storage periods at 25℃. Radiation dose and 

salinity were ●; 0 kGy and 6%, ○; 0 kGy and 8%, ■; 5 kGy and 6%, □; 5 kGy and 8%.

Table 1-31. Changes of pH in low salted and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Salt(%)
Radiation  Storage period (week)

dose (kGy) 0 1 2 3 4 6 8

6 0 6.65 6.08 5.18 5.05 5.00 -1) -

5 6.68 6.59 6.53 6.43 6.39 6.38 6.34

10 6.67 6.56 6.49 6.48 6.46 6.34 6.32

20 6.62 6.57 6.52 6.49 6.46 6.30 6.31

8 0 6.19 6.14 6.02 5.99 5.97 5.61 -

5 6.19 6.17 5.98 5.96 5.95 5.89 5.86

10 6.18 6.17 5.98 6.02 5.98 5.86 5.83

20 6.16 6.19 5.99 6.02 6.02 5.90 5.85

1)
 Samples were not determined for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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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염된장의 보존기간 중 품질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H, protease, 아미노태질소, 색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보존 초기의 pH는 된장의 배합비율이 높은 8% 염도의 저염된장의 pH가 

다소 낮았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존기간에 따라 pH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그 변화의 폭은 6% 비조사구에서 가장 컸고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31). 

   저염된장의 protease 활성은 염도 8% 시료에서 0.74 unit/g, 염도 6% 시료에서 1.03 unit/g

으로 청국장의 함유량이 많은 6% 시료에서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보존기간 중의 protease 활성은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조사 여부 및 

조사선량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1-32). 한편, Bacillus 등의 미생물 생장은 조사선

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비하여 protease 활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저염된장 

보존 기간 중의 protease 효소작용은 잔존 효소활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32. Changes of protease activity in low salted and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Unit: IU/g)

Salt(%)
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week)

0 2 4 6 8

6

0 1.03 1.12 1.20 - -

5 1.05 1.06 1.15 1.22 1.24

10 1.06 1.06 1.16 1.20 1.22

20 1.01 1.07 1.13 1.19 1.26

8

0 0.74 0.77 0.82 0.85 -

5 0.77 0.80 0.81 0.86 0.87

10 0.73 0.77 0.79 0.82 0.83

20 0.76 0.80 0.81 0.81 0.79

Table 1-33. Changes of NH2-nitrogen contents in low salted and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Unit: mg%)

Salt(%)
Radiation  Storage period (week)

dose (kGy) 0 1 2 3 4 6 8

6

0 436.8 481.6 515.2 694.4 716.8 - -

5 464.3 470.4 487.2 649.6 672.0 677.6 694.4

10 453.6 459.2 481.6 627.2 677.6 677.6 683.2

20 464.8 459.2 526.4 638.4 672.0 672.0 688.8

8

0 403.2 470.4 492.8 604.8 616.0 621.6 -

5 397.6 448.0 481.6 599.6 604.8 616.0 644.0

10 386.4 459.2 470.4 582.4 599.2 616.0 621.6

20 386.4 448.0 476.0 576.8 582.4 604.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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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은 대부분 protease 효소활성에 의존하므로 그 변화 양상도 protease 

활성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1-33). 즉, 6% 저염된장은 8%보다 전체적으로 높

은 함량을 보 으며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3주차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제품의 과다

한 숙성으로 인한 변패를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 시료에서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저염된장의 저장기간 중의 색도 변화를 측정하 다(Table 1-34). 염도 6%와 8%시료 

모두 보존초기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색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보존기간 중에는 lightness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redness와 yellowness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조사선량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염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8개의 시료 가운데, 보존 8주 후 부패소견을 

보인 염도 6%의 비조사구 및 5 kGy 조사구, 그리고 염도 8%의 비조사구를 제외한 5개 시료

의 짠맛, 향, 색상, 전체적인 맛의 조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 다(Table 1-35). 평가결과 8%

의 염도에 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의 맛과 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8%-10 

kGy, 6%-10 kGy의 시료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

는 특히 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1-34.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in low salted and gamma irradiated Doenjang 

during storage at 25℃

Salt(%)
Radiation  Hunter's Storage period (week)

dose (kGy) value 0 1 2 3 4 6 8

0

L

86.60 86.58 86.52 85.37 85.25 - -

5 86.52 85.98 85.03 84.12 83.90 81.49 79.98

10 86.48 86.02 85.33 83.85 83.81 80.88 80.08

20 86.48 85.43 85.16 84.44 83.40 81.78 79.44

0

a

-0.35 -0.29 -0.21 0.50 0.64 - -

6
5 0.31 0.52 0.89 0.98 1.54 3.51 5.26

10 -0.18 0.06 0.34 1.30 1.69 4.17 5.36

20 -0.26 -0.01 0.38 1.62 1.77 3.68 5.90

0

b

23.32 27.05 28.19 32.02 33.13 - -

5 26.03 30.52 33.07 37.00 39.77 44.89 49.37

10 30.41 31.85 34.00 39.31 40.62 47.11 49.60

20 30.96 33.01 33.96 37.19 40.48 45.68 51.20

0

L

87.83 87.14 86.84 83.16 82.89 82.21 -

5 87.12 86.44 85.97 85.09 84.09 82.31 78.98

10 87.91 86.25 85.49 83.47 82.99 82.30 81.49

20 88.07 87.11 85.22 84.17 83.67 82.22 80.70

0

a

0.01 0.49 0.84 2.42 2.70 3.44 -

8
5 0.29 0.35 0.37 2.04 2.78 3.26 5.99

10 0.15 0.39 0.49 1.77 2.40 3.49 4.32

20 -0.13 0.33 0.65 1.89 2.06 3.58 4.95

0

b

34.98 35.69 37.00 43.57 45.06 47.30 -

5 35.52 35.91 36.20 40.15 42.13 47.36 51.11

10 35.60 36.10 36.93 42.34 45.12 48.39 50.83

20 35.60 36.66 37.97 43.12 43.57 48.13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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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염도 6%의 시료에서는 짠맛에서 다소 싱겁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험제품간의 비교에

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염도 8%에 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를 동일한 보존기간

이 경과한 시판된장 2종과 비교한 결과 저염된장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된장에 청국장을 혼합하여 저염된장을 제조한 다음 감마선을 조사하는 방법은 저염된장의 미

생물 억제와 품질 보존뿐만 아니라 관능향상을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염

도 6%에는 10 kGy의 조사선량이, 염도 8%의 경우에는 5∼10 kGy의 조사선량이 적합할 것으

로 평가되었다.  

Table 1-35. Sensory evaluation of low salted and gamma irradiated Doenjang  after 

storage at 25℃ for 8 weeks

A: Compare 5 samples of low salted Doenjang used in this study

Salt
(%)

Radiation
dose (kGy)

Salty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6 10 3.42ab 3.75a 3.75 3.75ab

20 3.25
b

2.67
b

3.50 2.75
c

8 5 3.83
a

3.92
a

3.75 4.08
a

10 3.75ab 3.67a 3.67 3.67b

20 3.58
ab

2.83
b

3.58 2.83
c

B: Compare the 8% salted and 5 kGy gamma irradiated Doenjang with another market 

purchased Doenjang 

Sample Salty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8% salt-5 kGy 3.91
a

3.75
a

3.67
ab

3.83
a

Company A 3.58
b

3.17
b

3.83
a

3.58
ab

Company B 2.92c 3.58ab 3.33b 3.08b

a,b,c)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10) 불고기양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구입 당시 이미 매우 높은 농도의 미생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6). 높은 염농도로 인하여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 간장의 경우에도 

Bacillus속이 3.77 x 10
3
 CFU/g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념장의 

염도와 에탄올 농도는 각각 3.23%와 0.85% 다. 청주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부재료에서도 

Bacillus속의 미생물이 10
2
에서 10

5
 CFU/g의 농도로 나타났다. 마늘, 키위, 파, 및 양파의 대장

균군 수는 각각 4.81 x 10
4
, 3.1 x 10

3
, 8.1 x 10

3
 및 1.72 x 10

3
 CFU/g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부재료인 신선한 야채나 과일 그리고 향신료에 높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난 것으

로 이러한 미생물들이 차후 양념장 제조시 미생물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불고기 양념장의 유통

기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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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6. Microbiological analysis of raw materials for preparation of Bulgogi sauce

Raw materials
Microbes (CFU/g)

Bacillus spp. Coliform SS spp.

Soy sauce 3.77 x 103 NG NG

Grain wine NG NG NG

Sugar 4.10 x 10
3

NG NG

Garlic 8.74 x 105 4.81 x 104 9.22 x 102

Kiwi 2.24 x 10
3

3.10 x 10
3

NG

Green onion 3.15 x 10
5

8.10 x 10
3

6.24 x 10
3

Onion 5.95 x 104 1.72 x 103 3.39 x 103

Sesame oil 3.20 x 10
3

NG NG

Black pepper 4.10 x 10
2

NG NG

Total 2.13 x 106 5.90 x 104 1.17 x 104

NG, not growth on plate. Detection limit was less than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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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6. Growth of Bacillus spp. of irradiated or heat-treated sauce of Bulgogi during 

storage at 20℃. Experiment for heat-treated and non-irradiated samples after 2 weeks was 

not continued because of apparent spoilage sign by gas producing in the packaging bag.

   실온(20℃)에서 2주간 저장한 불고기 양념장에서 검출된 Bacillus 속의 생장은 Figure 1-26

에 나타내었다. 열처리나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와 열처리구의 시료는 Baciilus속이 2

주동안 급속한 성장을 하 으며 과다한 미생물 생장에 의한 가스 생성으로 더 이상의 실험이 

진행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열처리가 Bacillus를 사멸시키는데 불충분한 처리임을 시사한다. 

감마선 조사 처리구는 유의적인 감균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장기간 동안 지속됨

을 관찰할 수 있었다. Song 등
(31)

은 한국형 대두발효제품인 간장과 일본형 대두발효제품인 

‘Shoyu'의 Bacillus속이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3 log cycle 감균하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때 D10값은 2.67 kGy라고 보고하 다. 대조구의 대장균군 또한 상당히 높은 오염을 보

여주고 있다(Figur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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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27. Growth of coliform bacteria(A) and isolates on SS agar(B) of irradiated or 

heat-treated sauce of Bulgogi during storage at 20℃. Experiment for heat-treated and 

nonirradiated samples after 2 weeks was not continued because of apparent spoilage sign 

by gas producing in the packaging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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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8.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sauce of Bulgogi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100℃에서 30분간 열처리 하는 것은 대장균군을 사멸할 수 있었다. SS agar 선택배지에서 생

장하는 미생물의 생장패턴은 대장균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이 경우는 2.5 kGy에서도 미

생물을 완전 사멸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구나 열처리구의 전자공여능은 대

조구와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가 전혀 없었다(p<0.05). 일반적으로 대두발효제품인 청국장과 

된장의 전자공여능
(102)

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없었다(Figure 1-28). 불고기 양념장의 단

백질 분해효소 활성은 열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Table 1-37). 일반적으로 식품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감마

선 조사에 의한 향이 적고 특히 효소는 10 kGy 이하의 저선량에서는 거의 향이 없다고 

알려져 열처리에 의한 효소활성의 감소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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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7. pH and relative protease activity of Bulgogi sauce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Treatment pH Relative protease activity(%)

Control1 5.72 100.0a

Heat
2

5.71 22.3b

2.5 kGy
3

5.76 102.1a

5.0 kGy 5.75 98.7a

10.0 kGy 5.76 99.2a

SEM
4

0.008 2.29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Control : non-heat and non-irradiation treated.
2
Heat : Heated in a water bath at 100℃ for 30 min.
3Gamma irradiation was applied.
4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5).

Table 1-38. Sensory evaluation of Bulgogi sauce and cooked Bulgogi after gamma 

irradiation
1
.

Sensory

parameters

Heat-

treated

Irradiation dose (kGy)
SEM

2

0 2.5 5.0 10.0

Bulgogi sauce

Odor 4.8 6.3 6.4 6.1 5.2 0.52

Color 3.0c3 4.9b 7.2a 5.6b 4.9b 0.47

Cooked bulgogi

Tenderness 5.8 6.3 6.8 6.0 6.0 0.46

Taste 5.1 6.4 6.1 5.5 5.4 0.56

Acceptance 5.2 6.2 6.1 5.3 5.3 0.52

1
Odor and color was evaluated using a dish with 50 mL of sauce. Raw beef was marinated with 

the sauce at 1:0.5 ratio and the marinated beef was placed on a preheated pan at about 170C and 

cooked for about 8.5 min to reach the meat temperature approximately 80C. After cooling for 2 min 

at room temperature, about 20 g of sample were served to the panelists (n = 33) individually. A 9 

point hedonic scale was used; like extremely (9) to dislike extremely (1).
2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3). 
3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가열하지 않은 불고기 소스의 관능검사는 냄새와 색깔을 측정하 다(Table 1-38). 관능검사 

결과 유의적인 차이(P<0.05)가 관찰되었으며 2.5 kGy로 감마선 조사된 불고기 양념이 가장 높

은 점수를, 열처리된 양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불고기 양념에 열처리를 통한 살균

은 양념에 첨가되는 생야채의 색상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불고기 양념장의 색상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감마선을 2.5 kGy로 조사한 불고기 양념이 가장 높은 

관능점수를 얻은 것은 높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신선한 불고기 양념의 풍미에 변화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고기 양념의 주재료인 간장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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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함유하고 있는데 비록 간장 고유의 냄새가 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중 황함유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풍미성분이 특유의 감마선 조사취를 발생시키는데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103)

. 가열살균된 불고기 양념에서는 생야채의 신선한 냄새가 결여되어 있다고 관능검사요원

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리된 불고기에서는 처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

고 이지만 고기의 연도와 맛에서 조리 전 가열살균된 양념을 이용하여 제조된 불고기에 바람

직하지 않은 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 젓갈 및 젓갈 이용 2차 가공식품의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저염 가공기술 개발 

  (1) 오징어젓갈

   염 농도와 감마선 조사 선량을 달리한 오징어 젓갈의 총세균, Lactobacillus spp.,  

Staphyl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Pseudomonas spp. 그리고 효모의 생장 변화를 

Figure 1-29∼1-31에 나타내었다. 총균수(Figure 1-29)는 감마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발효

초기 10
4
 CFU/mL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효 40일째에 염도 5%와 10%에서는 10

8 

CFU/mL까지, 염도 20%에서는 10
7
 CFU/mL까지 생장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초기의 총

균수는 비조사구의 10
4
 CFU/m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2.5 kGy에서는 10

2
 CFU/mL, 5 

kGy 및 10 kGy에서는 10
1
 CFU/mL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염도 5% 실험구에서의 총균

수는 숙성완료 시점에 이르러 비조사구와 2.5 kGy, 5.0 kGy의 감마선 조사구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1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만 1 log cycle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10%의 염도에서는 비조사구와 10 kGy 조사구간에 2 log cycles의 차이가 관

찰되었고 20%의 염도에서는 비조사구와 10 kGy 조사구간에 4 log cycles의 차이가 나타나 염

도가 증가할수록 감마선의 조사가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다시 각 실험구의 총미생물 생장율(growth rate, k)과 평균 세대시간(generation time, g)으

로 살펴본 결과(Table 1-39)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초기 미생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5%의 염

도에서는 감마선 조사구의 미생물 생장율이 커져서 결국 발효후기에는 비조사구와 비슷한 미

생물의 생장 도를 보 으며, 염도10%-10 kGy, 염도 20%-2.5 kGy, 염도 20%-5.0 kGy의 감마

선 조사구간은 비조사구와 비슷한 생장율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감소효과가 발효 

후기까지 유지되었고, 염도 20%-10 kGy에서는 감마선 조사가 초기 미생물의 살균 뿐 아니라 

잔존 미생물의 생장율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징어젓갈의 발효에서 감마선 조

사에 의한 발효미생물의 생장억제는 염도 10%-10 kGy, 염도 20%-2.5 kGy, 염도 20%-5.0 

kGy의 감마선 조사구간에서 가능하며 저염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염도 10%-10 kGy의 조건이 

적합할 것으로 해석되었다. 

   Lactobacillus spp.와 Staphylococcus spp.의 생장곡선도 총균수의 변화와 거의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Lactobacillus spp.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초기균수의 감소율이 1 log 

cycle로  다른 미생물군에 비하여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 으며, 

Staphylococcus spp.는 초기균수의 감소율은 2∼3 log cycle 정도 으나 염도 5%와 10% 실험

구에서 발효후기의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가  거의 동일한 생장 도를 보여 감마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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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한 발효미생물의 생장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Streptococcus spp.(Figure 1-30)는 

전체적으로 발효중기까지 증식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각 실험구별로는, 비조사구는 

최대 10
4
 CFU/mL 까지, 2.5 kGy 조사구는 10

2
 CFU/mL 까지 생장하 고 1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생장이 크게 억제되었다. Pseudomonas spp.(Figure 1-31)는 발효초기, 특히, 10

일부터 20일까지의 생장율이 높았으며 Streptococcus spp.에서와 마찬가지로 1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생장이 억제되었다. 효모(Figure 1-31)는 염도 5%의 비조사구와 2.5 kGy 조사구, 

그리고 염도 10%의 비조사구에서 10
3
∼10

4
 CFU/mL의 도로 생장하 을 뿐 다른 실험구에서

는 0 ∼10
2
 CFU/mL 단위의 낮은 생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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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9. Changes of total bacterial (left) and  Lactobacillus spp. (right) cell number in 

gamma irradiated and 5% (top), 10% (middle), 20% (bottom) salted squid during 

fermentation for 50 days at 15℃. Symbols: ○, no irradiation; ●, 2.5 kGy; ■, 5.0 kGy; □,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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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9. Growth rate constant (k) and generation time (g) of total bacterial cells in 

gamma irradiated and salted squid during fermentation for 50 days at 15℃

Salt (%) γ-irradiation (kGy) k
1)
 (Day

-1
) g

2)
 (Day)

5

0.0 0.285 2.432

2.5 0.364 1.903

5.0 0.393 1.765

10.0 0.375 1.850

10

0.0 0.260 2.668

2.5 0.305 2.269

5.0 0.331 2.091

10.0 0.290 2.390

20

0.0 0.170 4.066

2.5 0.171 4.053

5.0 0.168 4.135

10.0 0.121 5.743

1)
 Values of growth rate constant (k)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lnN40-lnN0=k(40-0),  

  (N40: total viable cell at D+40 day, N0: total viable cell at D+0 day).
2) Values of generation time (g)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k=ln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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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0. Changes of  Staphylococcus spp. (left) and Streptococcus spp. (right) in 

gamma irradiated and 5% (top), 10% (middle), 20% (bottom) salted squid during 

fermentation for 50 days at 15℃. Symbols: ○, no irradiation; ●, 2.5 kGy; ■, 5.0 kGy; □,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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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징어젓갈 발효과정의 주요 미생물인 Lactobacillus, Staphylococcus, 그리고 총균수

의 발효완료 시점(40∼50일)에서의 생장 정도는 염 20%인 비조사구와 염을 10%만 처리하고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실험구에서 가장 유사하여(Figure 1-32) 염도를 10%로 낮추고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는 조건이 감마선을 이용한 오징어젓갈의 저염화에 적합한 조건으로 

평가되었다. 오징어젓갈의 발효 미생물에 대한 속(genus) 단위의 동정 결과 발효 40일째의 시

료에서 각각 Lactobacillus속 5종,  Staphylococcus속  2종, Micrococcus속 2종, Streptococcus속 

2종, Leuconostoc속 1종, Pediococcus속 2종, Pseudomonas속 5종을 잠정 동정하 다. MRS 

배지에서 분리된 균주 가운데 간균이며 그람 양성인 균주를 Lactobacillus속으로 구분하고 당 

이용 시험을 통하여 L. plantarum과 L. brevis를 잠정 동정하 으며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일치하지 않은 균주는 Lactobacillus sp.로 구분하 다(Table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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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1. Changes of Pseudomonas spp. (left) and yeast (right) in gamma irradiated 

and 5% (top), 10% (middle), 20% (bottom) salted squid during fermentation for 50 days at 

15℃. Symbols: ○, no irradiation; ●, 2.5 kGy; ■, 5.0 kGy; □,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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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2. Changes of total viable cells (A), Lactobacillus (B), Staphylococcus (C), 

Streptococcus (D), Pseudomonas (E) and yeast (F) in gamma irradiated  squid Jeotgal 

during fermentation for 50 days at 15℃. Symbols: ○, 10% salt and 10 kGy-gamma 

irradiated; ●, 20% salt and no gamma irradiated (control). 

Table 1-40.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actobacillus strains isolated 

from gamma irradiated low-salt squid Joetgal

Characteristics
Isolates

107 133 141 150 182

Shape rod rod rod rod rod

Gram stain + + + + +

Catalase - - - - -

Motile - - - - -

Carbohydrate reactions

Amygdalin + + - - -

Arabinose - - ± - +

Cellobiose + + - ± -

Glucose (gas) - - + - +

Gluconate - + + - +

Sucrose - + + ± ±

Mannose + + - + -

Raffinose + + + - -

Ribose - + ± - +

Growth at 

15℃ - + - - +

45℃ + + + + -

Tentative Identification sp.1 plantarum sp.2 sp.3 brevis

+: Positive, -: negative, ±: doubtful.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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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1.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Staphylococcaceae isolated from gamma 

irradiated low-salt squid Joetgal

Characteristics
Isolates

306 324 327 331 358 359

  Shape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Gram stain + + + + + +

  Oxidase - - - - - -

  Catalase + + + + + +

Acid from glucose

  Aerobically + + + + + +

  Anaerobically - + - - + -

Gas from glucose + - + + - +

API 20 STAPH assay

  Glucose + + + ± + +

  Frutose + + + - + -

  Mannose - + - - + -

  Maltose - ± - - + -

  Lactose - + - - + -

  Trehalose - + - - + -

  Mannitol - ± - - + -

  Xylitol - - - - ± -

  Melibiose - - - - - -

  Nitrate reduction + + - + + -

  Alkaline phosphatase - - - - + ±

  Voges-Proskauer - + - - + -

  Raffinose - - - - - -

  Xylose - - - - ± -

  Saccharose - + ± - + -

  α-methyl-D-glucoside - - - - - -

  N-acetyl-glucosamine - + - - + -

  Argine dihydrolase - + - - ± -

  Urea - - - - + -

  Lysostaphin resistance + - + + - +

Tentative Identification
Mic.
varians

Staph. sp.1
Mic.
sp.1

Mic.
morrhuae

Staph.
xylosus

Mic.
sp.2

+: Positive, -: negative, ±: doubtful.

   Chapman agar에서 분리되고 catalase 양성인 구균을 Staphylococcus속과 Micrococcus속

으로 구분하고 이 중, 혐기적 조건에서도 glucose를 기질로 산을 생성하는 균주를 

Staphylococcus로, 호기적 조건에서만 산을 생성하는 균주를 Micrococcus속으로 구분하 다. 

속단위로 구분된 Staphylococcaceae 균주는 API system과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준하여 Staphylococcus xylosus, Micrococcus varians, Mic. morrhuae로 잠정 

동정하 으며 구분이 불명확한 균주는 속단위를 기재하 다(Table 1-41). 또한 Azide 

dextrose agar에서 분리되고 catalase 음성인 구균 중 glucose를 기질로 gas를 생성하지 않는 

균주를 Pediococcus속으로 구분하 으며 gas를 생성하는 균주 가운데 arginine을 기질로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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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균주를 Streptococcus속으로, NH3를 생산하지 못하는 균주를 Leuconostoc속으로 

구분하 다. 

   속단위로 구분된 Streptococcaceae 균주는 API system과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준하여 Leuconostoc mesenteroides, Pediococcus halophilus로 잠정 동정하

으며 구분이 불명확한 균주는 속단위를 기재하 다(Table 1-42). 

Table 1-42.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Streptococcaceae isolated from gamma irradiated 

low-salt squid Joetgal

  Characteristics
Isolates

411 417 435 450 454

  Shape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Gram stain + + + + +

  Oxidase - - - - -

  Catalase - - - - -

Acid from glucose

  Aerobically + + + + ±

  Anaerobically + + + + +

Gas from glucose + + + - -

API 20 STREP assay

  Vosges-Proskauer + + - + +

  Hippurate - - - - -

  Esculine + - - + -

  Pyrrolidone arylamidase - - - - -

  α-Galactosidase + - - + +

  β-Glucuronidase  - - + - ±

  β-Galactosidase + ± - + -

  Alkaline phosphatase - + ± - -

  Leucine arylamidase ± + + - -

  Arginine dihydrolase - + + + +

  Ribose + - - - +

  Arabinose + - - + +

  Mannitol - - - - -

  Sorbitol - - - - -

  Lactose ± + + - -

  Trehalose + + ± - +

  Inuline - ± - - -

  Raffinose - + - - ±

  Starch - + + - -

  Glycogen - - - - -

  β-hemolysis - - - - -

Tentative Identification
Leu.

mesenteroides
Strep.
sp.1

Strep.
sp.2

Ped.
halophilus

Ped.
sp.1

+: Positive, -: negative, ±: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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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3. Morpholog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seudomonas  strains isolated 

from gamma irradiated low-salt squid Joetgal

Characteristics
Isolates

216 224 237 239 241

Shape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spherical

Gram stain - - - - -

Oxidase + + ± + -

Catalase + + + + ±

Motile + + + + +

Fluorescent - - + + -

Growth factor + - - - -

Fermentation - - - - -

Carbon sources for growth

 Glucose - + ± + ±

 Sucrose - - ± + -

 Alanine - - + + -

 Arginine - + + + -

Hydrolysis of

 Starch - - - - -

 Gelatin - ± - + -

 Poly-β-hydroxybutyrate - + - - +

Tentative Identification diminuta sp. 1 sp. 2 fluorescens sp. 3

+: Positive, -: negative, ±: doubtful.

한편, GSP agar에서 분리되고 그람 음성이며 발효를 하지 않는 균주를 Pseudomonas속으로 

구분하고 당 이용 시험에서 glucose, sucrose, alanine, arginine을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균주

를 Pseudomonas diminuta로, 위의 당을 모두 이용하고 gelatin을 가수분해하는 균주를 

Pseudomonas fluorescens로 잠정 동정하 으며 구분이 불명확한 균은 Pseudomonas sp.로 기

재하 다(Table 1-43). 

   각 미생물군의 생장과 분포는 저염 오징어젓갈
(104)

이나 일반젓갈류와 비슷하 으나 염도 및 

감마선 조사에 따라 몇 가지 구분되는 특성을 보 다(Table 1-44). 이 중, L. plantarum이 전 

실험구에 걸쳐 공통적인 발효균으로 분리되었으며, Lactobacillus sp. 2, Mic. varians, 

Streptococcus sp. 1, Ped. halophilus 등은 염도 5%의 실험구에만 분포하 고 Lactobacillus 

sp. 3와 Mic. morrhuae, Micrococcus sp. 3는 20%의 염농도에서만 분리되었다. 

   또한, L. brevis, Micrococcus sp. 1, Ped. halophilus, Pse. diminuta, Pseudomonas sp. 1, 

Pseudomonas sp. 2 등은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아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이 큰 미생물로 판단되었으며, L. plantarum, Lactobacillus sp. 2, Lactobacillus sp. 

3 , Mic. morrhuae, Micrococcus sp. 2, Pediococcus sp. 1, Pseudomonas sp. 3 등은 10 kGy

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도 검출되어 감마선 조사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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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4. A distribution of acid forming microorganisms and Pseudomonas strains 

isolated from gamma irradiated low-salt squid Jeotgal

Salt conc. (%) 5 10 20

Irradiation (kGy) 0 2.5 5 10 0 2.5 5 10 0 2.5 5 10

Lactobacillaceae

L. plantarum + + + + + + + + + + + +

L. brevis + + + + + +

Lactobacillus sp. 1 + + + + + + +

Lactobacillus sp. 2 + +

Lactobacillus sp. 3 + + + +

Staphylococcaceae

Stap. xylosus + + + + + + + +

Staphylococcus sp. 1 + + + + + + +

Mic. varians + + +

Mic. morrhuae + + + +

Micrococcus sp. 1 + + + + + + +

Micrococcus sp. 2 + + + + +

Streptococcaceae

Streptococcus sp. 1 + +

Streptococcus sp. 2 + + + + +

Leu. mesenteroides + + + + +

Ped. halophilus + + +

Pediococcus sp. 1 + + + + + + + +

Pseudomonadaceae

Pse. diminuta + + + + +

Pse. fluorescens + + +

Pseudomonas sp. 1 + + + +

Pseudomonas sp. 2 + + + +

Pseudomonas sp. 3 + + + + + + + +

No. of isolates 10 8 6 3 13 11 8 6 15 14 11 7

+: Detected.

Table 1-45. Changes in proximate composition of salted and fermented squid  

                                                                            (unit : %)

Composition

NaCl concentration(%)

5 10 20

01) 2.5 5 10 0 2.5 5 10 0 2.5 5 10

Moisture 74.84 73.12 72.98 75.15 67.95 69.79 68.69 69.92 62.06 61.88 63.54 62.71

Protein 18.42 18.37 18.85 18.72 17.16 17.45 16.98 17.52 15.62 16.26 14.77 15.82

Lipid 1.21 1.19 1.23 1.31 1.03 1.16 1.19 1.15 1.04 0.95 1.14 1.24

Ash 5.26 2.94 6.05 5.77 10.71 10.24 10.54 10.33 19.59 20.15 19.71 20.31

1)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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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6. Changes in water activity of salted and fermented squid

Fermentation

Temp.

(℃)

Fermentation

periods

(day)

NaCl concentration(%)

5 10 20

0
1)

2.5 5 10 0 2.5 5 10 0 2.5 5 10

15

0 0.94 0.95 0.94 0.95 0.89 0.91 0.92 0.89 0.83 0.83 0.84 0.85

1 0.94 0.93 0.93 0.93 0.88 0.89 0.90 0.90 0.84 0.81 0.84 0.83

3 0.93 0.94 0.92 0.92 0.87 0.88 0.88 0.89 0.82 0.82 0.83 0.81

5 0.92 0.92 0.91 0.90 0.87 0.87 0.89 0.88 0.81 0.82 0.82 0.80

10 0.91 0.92 0.91 0.90 0.87 0.86 0.87 0.87 0.81 0.80 0.82 0.81

25

0 0.94 0.95 0.94 0.95 0.89 0.91 0.92 0.89 0.83 0.83 0.84 0.85

1 0.93 0.92 0.93 0.94 .88 0.89 0.89 0.88 0.84 0.81 0.83 0.83

3 0.92 0.91 0.91 0.92 0.89 0.87 0.88 0.88 0.82 0.80 0.83 0.81

5 0.91 0.92 0.91 0.90 0.87 0.86 0.88 0.86 0.81 0.81 0.82 0.81

10 0.91 0.92 0.92 0.91 0.86 0.86 0.88 0.87 0.81 0.81 0.83 0.81

1)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오징어젓의 수분활성 변화는 Table 1-46과 같다. 식염농도가 5%, 10%, 20%가 되도록 조절

한 오징어젓의 수분활성은 감마선 조사직후 각각 0.94∼0.95, 0.89∼0.92, 0.83∼0.85로 나타났으

며, 발효기간 중 오징어젓의 수분활성은 초기보다 약간 감소하여 각각 0.90∼0.92, 0.86∼0.88, 

0.80∼0.83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통적인 오징어젓갈의 발효조건인 염도 20%의 실험구에서  15종의 미생물

이 분리되어 가장 다양한 분포를 보 으며 염도가 낮아질수록,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종의 다양성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Table 1-47. Changes in salinity of salted and fermented squid            

 (unit : %)

Fermentation

Temp.

(℃)

Fermentation

periods

(day)

NaCl concentration(%)

5 10 20

0
1)

2.5 5 10 0 2.5 5 10 0 2.5 5 10

15

0 3.9 4.1 3.8 3.9 6.8 6.7 7.0 6.9 11.3 11.5 12.1 11.7

1 4.5 4.4 4.5 4.3 8.3 8.0 8.1 7.8 13.5 12.8 13.4 13.1

3 4.6 4.6 4.5 4.7 8.7 8.4 7.9 8.2 14.6 14.4 14.7 14.3

5 4.6 4.5 4.4 4.6 8.8 8.6 8.3 8.6 15.0 15.0 14.2 14.0

10 4.8 4.4 4.6 4.5 8.8 8.9 8.7 9.1 15.1 15.1 14.8 14.7

25

0 3.9 4.1 3.8 3.9 6.8 6.7 7.0 6.9 11.3 11.3 12.1 11.7

1 4.6 4.5 4.6 4.6 8.1 8.0 8.3 7.9 14.1 14.1 13.9 13.2

3 4.8 4.4 4.8 4.8 8.5 8.7 8.8 8.4 14.8 14.8 14.1 13.8

5 4.8 4.4 4.6 4.7 8.8 8.9 8.9 8.9 15.3 15.3 14.8 14.7

10 4.7 4.5 4.9 4.8 9.0 8.9 9.1 9.2 15.0 15.0 15.1 14.9
1)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 94 -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염 발효젓갈의 제조공정에서는 microflora의 단순화에 의한 

관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발효조건에 적합

한 starter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염농도를 각각 5%, 10% 및 20%

로 조절한 오징어젓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1-45와 같다. 감마선 조사직후 오징어젓에 존재

하는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함량은 식염의 첨가로 인한 변화가 관찰될 뿐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젓의 식염침투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효기간 중 식염농도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1-47과 같다. 식염농도가 5%, 10%, 20%가 되도록 첨가한 오

징어젓은 감마선 조사직후 각각 3.8∼4.1%, 6.7∼7.0%, 11.3∼12.1% 사이로 나타나 오징어젓의 

식염침투는 식염을 첨가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기 전인 12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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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3. Changes in the growth of total bacteria of salted and fermented s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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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발효기간 중 오징어젓의 식염농도는 발효 1일째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후 10

일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었다. 5%, 10%, 20%의 식염을 첨가한 오징어젓은 

저장 10일째 각각 4.4∼4.9%, 8.7∼9.2%, 14.7∼15.7% 정도의 식염농도를 보 다. 일반적으로 

식염의 삼투속도는 식염의 농도와 온도에 비례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15℃와 25℃의 발효

온도에서는 식염의 침투속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오징어육에 

있어서 10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로 인한 단백질의 구조변화는 식염의 침투속도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된 어육이나 축육의 육 단백질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105)

, 식염침투에 대한 향을 조사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현재 수행 중에 있다. 감마선 조사된 오징어젓을 15℃와 25℃에서 발효시켰을 때 총균수 

변화는 Figure 1-33과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오징어젓의 총균수는 식염함량과 감마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식염에 의한 향으로 5% 식염첨가구는 약 2.5×10
6
 CFU/g 

이었으나, 10%와 20%의 경우 약 1 log cycle 정도 감소한 5.1×10
5
 CFU/g과 1.7×10

5
 CFU/g로 

나타났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으로 2.5, 5, 10 kGy 조사시 비조사구에 비해 각각 1, 

2, 3∼4 log cycle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직후 총균수는 식염함량에 비해 감

마선의 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된 오징어젓을 15℃와 25℃에서 발효시켰을 때 pH 변화는 Figure 1-34와 같다. 

감마선 조사직후 pH는 5%와 10% 식염첨가구의 경우 6.24∼6.30, 20% 식염첨가구는 6.43∼6.50 

으로 나타나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간에 차이가 없어 감마선 조사직후 pH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pH는 식염농도와 감마선 조사선량 및 저장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 다. 

15℃에 저장한 오징어젓의 pH는 5% 식염첨가구의 경우 비조사구와 2.5 및 5 kGy 조사구는 

저장 20일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약 pH 7.5 정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10 

kGy 조사구는 저장 10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 식염첨가구의 경우 5%와는 달리 발효기간중 서서히 증가하여 감마선 50일째  6.63까

지 증가하 으며, 2.5, 5, 10 kGy 조사구는 각각 6.45, 6.52, 6.43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 식

염첨가구는 저장전보다 약간 증가하여 50일까지 6.6이하로 유지되었다. 비조사구와 2.5 kGy 조

사구의 경우 발효초기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장 25일째 각각 8.05와 7.86을 나타냈으며, 5 kGy

의 경우 발효초기에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15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10 

kGy 조사구는 10일째 약 6.5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이후 25일째 약 6.3까지 감소하 다. 한

편, 20% 식염첨가구는 15℃ 저장의 경우와 같이 저장기간 중 큰 변화없이 저장 25일까지 pH 

6.42∼6.55 사이를 유지하 다. 

   발효기간 중 오징어젓의 관능적 품질의 평가 결과는 Table 1-48과 같다. 감마선조사 직후 

오징어젓의 종합적 기호도는 모든 식염첨가구에서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간에 유의적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식염첨가량을 달리한 시험구간에서 5%와 10% 식염첨가구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며, 20% 식염첨가구는 이들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발효기간 중 오징어젓

의 관능적 품질 변화에 미치는 온도의 향을 살펴보면, 15℃ 저장의 경우 25℃ 저장에 비해 발

효기간 중 관능적 품질의 변화가 적고, 종합적기호도도 전반적으로 높아 25℃ 보다 15℃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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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어젓의 발효온도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염첨가량에 따른 관능적 품질의 변화로서 5% 

식염첨가구는 전반적으로 발효 초기부터 부패로 진행되어 25℃ 저장의 경우 10일, 15℃의 경우 

15일안에 부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식염첨가구는 관능적 품질의 변화는 적었으나, 종

합적 기호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 식염첨가구는 5% 및 20% 식염첨가구

에 비해 전반적으로 종합적 기호도가 높아 10%의 식염첨가가 오징어젓의 관능적품질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감마선 조사가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향은 식염의 첨가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와 20% 식염첨가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보다도 오히려 식염의 

첨가량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균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5%의 식염농도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효초기에 미생물 생육 억제가 가능하나 일정기한

이 지나면 잔존하던 미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부패되기 때문이며, 20% 식염첨가구는 상대적

으로 높은 식염함량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의 생육이 지나치게 저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10% 식염첨가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에 저

장한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10일째에 종합적 기호도가 4.4로 아주 높았으나, 20일째에 부패 초

기 단계에 이르러 저장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에 저장한 10 kGy 감

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 15일째 종합적기호도가 4.2로 아주 높았으며, 시판 저염젓갈의 유통

기한인 30일까지 관능적 품질이 적합하게 유지되어 본 실험에서 가장 좋은 시험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적절한 식염첨가 및 발효온도 조절과 함께 감마선을 병용처리할 경우 각종 

식품첨가제 및 식염에만 의존하던 기존 젓갈에 비해 관능적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식염의 함량을 줄이고 저장기간을 연장 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48. Changes in overall quality of salted and fermented squid

Fermentation

Temp.

(℃)

Fermentation

periods

(day)

NaCl concentration(%)

5 10 20

0
1)

2.5 5 10 0 2.5 5 10 0 2.5 5 10

15

0 2.5
e

2.4
e

2.4
e

2.5
e

2.4
e

2.6
e

2.5
e

2.5
e

1.9
fg

2.1
f

2.0
f

1.9
fg

5 -
2)

- 1.6
g

2.4
e

3.5
c

3.1
d

3.2
cd

2.5
e

2.2
f

2.2
f

1.9
fg

2.2
f

10 - - - 1.7g 4.4a 3.5c 3.1d 3.7b 2.1f 2.2f 2.1f 2.4e

15 - - - - 3.7
b

3.2
cd

3.7
b

4.2
a

2.5
e

2.4
e

2.5
e

2.1
f

20 - - - - 1.9
fg

2.6
e

2.7
de

3.8
b

2.8
de

2.5
e

2.4
e

2.5
e

30 - - - - - 1.1h 1.6g 3.2cd 2.6e 2.2f 2.1f 2.5e

40 - - - - - - - 2.5
e

2.4
e

2.7
de

2.6
e

2.5
e

25

0 2.5
e

2.4
e

2.4
e

2.5
e

2.4
e

2.6
e

2.5
e

2.5
e

1.9
fg

2.1
f

2.0
f

1.9
fg

5 - - 1.3h 1.8g 3.5c 3.2cd 2.9d 3.4c 2.4e 2.2f 2.1f 1.7g

10 - - - - 1.7
g

2.2
f

2.1
f

3.2
cd

2.2
f

2.5
e

2.5
e

2.1
f

15 - - - - - 1.2
h

1.1
h

2.1
f

2.6
e

2.2f 2.4
e

2.2
f

20 - - - - - - - 1.3h 1.7g 2.4e 2.2f 2.5e

1)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2)Organoleptic evalu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Score: 5, excellent; 4, good; 3, accptable; 2, unacceptable; 1,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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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염도8% 양념 창란 젓갈 

   염농도 8% 창란젓갈의 숙성기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는 Table 1-49와 같다. 숙성기간 동안 

호기성 세균은 초기 10
2
 CFU/g에서 숙성 20일 까지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숙성 25일 후

에는 1 log cycle이  증가하 다. 대장균군은 숙성 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숙성한 창란젓갈을 감마선 조사한 후 호기성 세균 분포는 Figure 1-35와 같다. 감마선 비조

사구의 경우 저장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장 6주에는 10
6
, 12주에는 10

7
 CFU/g수

준까지 증가하 다. 2.5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초기 10
3 
CFU/g수준으로 감마선 비조

사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저장기간 동안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아 비조사구에 비하여 

약 2∼3 log cycle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 다. 감마선 5 kGy 조사구는 저장초기10
2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저장 6주까지 1 log cycle이 감소하 다. 저장 8주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

다. 10 kGy 감마선 조사구 역시 10
1
 CFU/g의 낮은 분포를 보 으며, 저장 4주 후에는  검출되

지 않았다. Kim 등
(66)

은 감마선 조사한 시료에서 저장 초기에 검출된 미생물이 저장 중 검출되

지 않은 것은 감마선 조사 후 효과(post-irradiation effect)때문이라고 보고하 으며, 이러한 유

형의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창란젓갈의 감마선 조

사는 호기성 세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저장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란젓갈의 저장기간 동안 대장균군의 분포는 Table 1-50과 같다. 감마선 비조사구는 저장 

초기 10
1 
CFU/g의 분포를 보 으나 저장 2주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장균군은 감마선 조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 완전히 

사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대장균군 외 다른 세균의 우점으로 인해 감마

선 비조사구에서도 대장균군의 생육이 저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을 감마선 조사 후 저장기간 동안의 휘발성 염기태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은 Table 1-51과 같다.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

하 다(P<0.05). 저장 초기부터 저장 6주까지 감마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가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8주에는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Kim 등
(34)

은 식

염이 8%인 오징어 조미젓갈 VBN함량이 10℃에서 저장 35일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

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1-49.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during 

fermentation period for 30 days

(unit : CFU/g)

Microbial
Fermentation period (day)

0 5 10 15 20 25 30

Total aerobic bacteria < 102 < 102 4.0 × 102 1.0 × 102 2.0 × 102 9.1 × 103 3.0 × 103

Coliform bacteria  ND
1)

ND ND ND ND ND ND

1)ND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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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5.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8% of salt 

content after gamma irradiation and storage for 12 weeks at 10℃.

  

Table 1-50. Number of coliform bacteria of irradiated,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after gamma irradiation and storage for 12 weeks at 10℃

(unit : CFU/g)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0 2.5 5 10 

0 2.7 × 10
1

 ND
1)

ND ND

2 ND ND ND ND

4 ND ND ND ND

6 ND ND ND ND

8 ND ND ND ND

12 ND ND ND ND
1)
ND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

1
 CFU/g.

Table 1-51. Content of volatile basic nitrogens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0 2.5 5 10 SEM

0 161.6
d

147.1
e

154.1
d

154.1
c

8.58

2 175.1
d

189.1
c

182.1
bc

182.1
bc

8.67

4 182.1cd 168.1d 175.1cd 189.1bc 7.29

6 210.1
c

196.1
c

203.1
b

210.1
ab

10.51

8 259.1
bx

224.1
by

231.1
axy

238.1
axy

6.58

12 270.3a 235.1a 236.3a 240.0a 6.75

SEM   9.48   4.04    7.5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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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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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2. Content of amino nitrogen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0 2.5 5 10 SEM

0 165.2
c

187.6
d

177.8
d

191.8
c

 8.25

2 221.2b 210.0cd 210.0c 210.0c  8.16

4 259.0
abx

221.2
cy

236.6
bcxy

231.7
bxy

 7.15

6 274.4
axy

295.4
ax

233.8
bcy

233.1
by

12.79

8 271.6a 259.0b 245.0b 238.7b 13.21

12 296.8
ax

295.4
ax

277.2
ay

263.9
ay

 4.60

SEM 12.81  9.27  9.00  5.72

a-c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53. Content of biogenic amines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Biogenic amines

PUT CAD TRP SPD SPM HIS TYR AGM

0

 0 14.04  7.84  9.49  3.45 13.07 23.98  9.50  96.73

2.5 12.65  5.02  9.72  3.24 10.90 21.36  6.25  89.70

 5 12.33  4.88  9.50  3.55 11.16 29.93 10.55  93.60

10 12.80  5.70 10.00  8.32 10.70 21.20 12.60  92.90

4

 0 64.90 11.60 21.20 14.63 28.30 109.60 20.53 239.00

2.5 56.42 10.33 22.90  7.46 29.74 88.40 14.10 213.90

 5 51.40  9.68 23.71  5.36 34.70 96.40 18.52 203.00

10 56.04  8.71 23.15  6.37 31.60 90.00 18.28 206.90

8

 0 89.20 14.30 35.64 10.28 41.44 152.10 21.60 275.20

2.5 85.20 14.79 37.68  9.77 41.35 152.80 22.08 267.50

 5 70.80 11.68 33.00  8.67 33.91 152.80 16.97 219.30

10 73.50 10.13 46.99  9.29 35.75 157.16 20.65 227.10

12

 0 88.88 10.42 45.84  9.60 36.67 119.95 21.38 318.34

2.5 82.87 10.17 42.61  8.85 33.47 120.90 19.24 223.80

 5 69.20  7.39 41.06  6.69 28.61 104.80 15.60 200.59

10 76.58  9.11 34.96  7.28 29.91 104.62 17.00 200.00

   염농도 8%로 제조한 창란젓갈의 저장 기간에 따른 아미노태질소(amino nitrogen, AN)함량

은 Table 1-52와 같다. 저장 기간에 따라 감마선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는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초기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 및 다른 감마선 조사구

에 비해 다소 높은 함량을 보 으며, 비조사구에 비해 약 25 mg%정도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반면 저장 2주후부터는 비조사구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에서 4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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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6주 후부터는 조사구가 비조사구

에 비하여 낮은 AN 함량을 나타내면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조사구 및 2.5 kGy 감마선 조사구는 유의적 차이 없이 높은 AN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에는 서로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저장 12주

까지 비조사구 및 2.5 kGy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의 저장기간에 따른 biogenic amines(BAs) 함량은 Table 1-53과 같다. 

창란젓갈에 존재하는 BAs는 총 8종류로서 putrescine(PUT), cadaverine(CAD), 

tryptamine(TRP), spermidine(SPD), spermine(SPM), histamine(HIS), tyramine(TYR) 및 

agmatine(AGM)이 검출되었다.

   다른 독성 amine류로의 변환 잠재성 및 혈압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06)

 PUT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감소하 다. 저장 초기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감마선 조사구

는 12.3∼12.8 mg%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시 

PUT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5 kGy 감마선 조사시 큰 감소효과를 볼 

수 있었다. CAD의 경우 저장 초기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비조사구에 비해 감마선 조사구

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저장 기간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 으며 저장 12주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전체적으로 감마선 조사구가 낮은 함량을 보 으며 5와 10 kGy 감마선 조사시 

더 큰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TRP의 경우 저장 초기부터 저장 4주까지 비조사구의 함량이 

조사구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감소효과를 볼 수 없었다. 저장 8주 이후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낮게 측정되어 약간의 감소효

과를 볼 수 있었다. SPD은 검출된 BAs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

사구의 함량이 비조사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5 kGy 감마선 조사시 SPD 함량 감소에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M의 경우 저장 초기 비조사구 및 조사구가 10.700∼13.066 mg% 

수준을 보 다. 저장기간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 으며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

하여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HIS은 신경 전달계, 근육, 위장, 호흡계,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자극 등의 여러 임상병리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6)

. 저장기간 동안 

함량은 계속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YR의 저장 초

기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 및 2.5 kGy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

며, 저장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저장 4주 이후부터는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

구보다 낮은 함량 수준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TYR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저장 12주에는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AGM의 경

우 본 연구에서 검출된 BAs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초기부터 저장 12주까지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으며,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 Vecianna-Nogués 등
(107)

에 의하면 AGM은 육제품에서 미생물에 의

해 생산되며, 수산물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지 않으며, 부패초기까지는 검출되다가 점차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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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창란젓갈에 감마선 조사시 생성되는 BAs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IS은 감마선 조사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RP의 경우 10 

kGy 감마선 조사 후 큰 감소를 보 고 HIS 및TRP를 제외한 다른 BAs는 5 kGy 감마선 조사

에 의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8%로 제조한 창란젓갈의 저장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Table 1-54와 같다. 비조사

구는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구 역시 저

장 초기부터 4주까지 약간 감소하 으나 6주 후부터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12주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다른 시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내었다. 

pH는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 8주 이후부

터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54. pH changes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after 

irradiation and storage at 10℃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0 2.5 5 10 SEM

0 6.36 6.38
ab

6.40
b

6.38
ab

0.022

2 6.24 6.28c 6.32c 6.25c 0.031

4 6.28 6.26
c

6.33
c

6.20
c

0.036

6 6.34 6.30
bc

6.35
c

6.35
b

0.193

8 6.43 6.44a 6.43ab 6.45a 0.013

12 6.46
x

6.45
ax

6.45
ax

6.40
aby

0.012

SEM 0.160 0.026 0.013 0.022

a-c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55. Sensory scores of irradiated and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1)

Sensory parameter
Irradiation (kGy)

SEM
0 2.5 5 10 

Odor 3.36 3.32 3.20 3.36 0.190

Color 3.72 3.76 3.52 3.88 0.166

Taste 3.36 3.24 3.00 2.88 0.213

Texture 3.24 3.20 2.92 2.92 0.218

Overall acceptance 3.36 3.72 3.32 3.20 0.181

1)Sensory panelists (n＝10) were individually provided the sample with sensory sheet. Sensory scores 

represented 1, very unacceptable and 5, ver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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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농도 8%로 제조한 창란젓갈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1-55와 같다. 향은  비조사구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다른 감마선 조사구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색의 경우 10 

kGy 감마선 조사구를 가장 선호하 으며 맛 및 조직감은 비조사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적 기호도에서는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창란젓갈

에 대한 품질 평가는 개별적 항목보다 종합적 기호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저선량 조사구가 

고선량 조사구보다 관능적 요인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관

능적 요인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염농도 5% 창란젓갈

   염농도 5% 창란젓갈의 숙성기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는 Table 1-56과 같다. 5% 염농도로 

제조한 창란젓갈의 호기성 세균 분포를 조사한 결과 초기 10
2 
CFU/g 수준에서 숙성기간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저장 20일 후에는 1 log cycle이 증가하 다. 대장균군 역시 숙성기간 동안 

증가하 으며 숙성 초기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15일 후 검출되어 숙성 20일 후에는 1 log 

cycle 정도 증가하 다. 염농도 8% 창란젓갈 숙성구와 비교해 보면 숙성기간 동안에는 염농도

가 높을 수록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56.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during 

fermentation period for 20 days

(unit : CFU/g)

Microbial
Fermentation period (day)

0 5 10 15 20

Total aerobic bacteria < 10
2

1.6 × 10
2

5.9 × 10
2

2.8 × 10
3

4.1 × 10
3

Coliform bacteria  ND1) ND ND 3.1 × 101 2.4 × 102

1)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

1
 CFU/g.

Storag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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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6.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irradiated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8%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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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농도 5% 창란젓갈 감마선 조사구의 호기성 세균 분포는 Figure 1-36과 같다. 저장 초기 

10
4 
CFU/g 수준에서 저장기간 동안 점차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저장 12주에는 4 log cycle 정도가 

증가하 다.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 역시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 는데 2.5 kGy 조사구는 10
2 

CFU/g에서 1 log cycle이 증가하 고, 5 kGy 감마선 조사구도 2 log cycle이 증가하 다. 10 kGy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초기부터 8주까지 10
2 
CFU/g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저장 12주에는 1 log 

cycle 증가하 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의 미생물 분포와 비슷한 경향으로 선량이 높을수록 미생물

의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5% 창란젓갈의 휘발성 염기태질소(VBN)의 함량은 결과는 Table 1-57과 같다. 저

장기간 동안 VBN 함량은 모든 시험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며, 8% 염농도로 제조한 창란

젓갈을 대조구로 하여 염농도 5% 창란젓갈을 비교하면 염농도 5% 창란젓갈과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VBN 함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저장 초기부터 나타났으며, 저장 12주에도 염농도 5%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10 kGy 감마선 조사시 염농도 8% 비조사구보다 함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염농도 5% 창란젓갈의 아미노태질소 함량 변화는 Table 1-58과 같다. AN은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비조사구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선량이 높을 수록 감소

하 다. 염농도 8% 창란젓갈과 비교해 볼 때 저장 초기 감마선 조사구의 AN 함량이 높았지만 

2주 후부터는 고선량으로 조사한 염농도 5% 창란젓갈이 염농도 8% 창란젓갈보다 함량이 낮

게 나타났다. 저장 4, 6 및 8주에는 염농도 8% 창란젓갈을 대조구로 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염농도 5% 감마선 비조사구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장 12주

에 들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 으며, 염농도 5% 창란젓갈을 10 kGy로 감마선 조사했을 경우 

염농도 8% 창란젓갈보다 AN 함량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1-57. Content of volatile basic nitrogens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5%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5%1)   8%1)

0 kGy 2.5 kGy 5 kGy 10 kGy Control SEM

0 175.1
ex

161.1
dxy

168.1
cxy

154.1
cy

161.1
dxy

 5.42

2 210.1
dxz

203.1
cdxy

203.1
bxy

210.1
bxy

175.1
dy

 8.29

4 231.2cxy 210.1cxy 203.1bxy 207.3bxy 181.2cdy 11.10

6 251.1
bxy

259.1
b

224.1
b

238.1
ab

210.1c 11.92

8 281.1
axy

266.1
bxy

294.1
ax

252.1
ay

259.1
axy

 9.90

12 299.9ax 273.4ay 252.1az 250.0az 269.2ay  8.98

SEM  9.48  4.95 12.46  7.00  9.29

a-e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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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8. Content of amino nitrogen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5% 

salt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5%
1)
   8%

1)

0 kGy 2.5 kGy 5 kGy 10 kGy Control SEM

0 203.0c 190.3d 197.4d 196.7c 165.2c 12.68

2 231.7
bcx

230.0
cx

217.0
dxy

201.6
cy

221.2
bxy

 5.29

4 253.4
bc

258.3
bc

239.4
c

252.0
b

259.0
ab

 9.72

6 264.6b 275.1ab 253.4c 237.3b 274.4a 11.10

8 340.2
ax

298.7
abxy

281.4
by

245.0
by

271.6
ay

15.23

12 343.4
ax

306.6
ay

327.6
axy

292.6
ay

296.8
ay

 9.41

SEM 12.81 14.65 11.30  6.2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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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염농도 5% 창란젓갈의 저장기간에 따른 biogenic amines의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1-59

와 같다. PUT의 경우를 보면 2.5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저장 4

주에는 전체적으로 증가하 고 저장 초기와 마찬가지로 비조사구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

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장 8주에는 5 kGy 감마선 조사구를 제외한 모든 감마선 조사구가 

증가하 고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낮은 함량을 보 으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5 kGy 감마선 조사구 역시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으며, 10 kGy 감마선 조사구와는 차이가 없었다. 저장 12주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

조사구와 비슷한 함량수준을 보 고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염농도 8% 

비조사구와 비교해보면 저장 초기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보다 약 3배정도 낮은 함량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저장 4주 이후에는 염농도 5% 창란젓갈의 감마선 조사구들이 염농도 8% 비

조사 창란젓갈에 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CAD의 경우 저장 초기 2.5 kGy 감마선 조사

구의 함량이 비조사구, 5 및 10 kGy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저장 4주에는 감마선 조사구의 함

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 다. 저장 8주 또

한 5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장 12주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

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함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초기 5% 감마선 조사구가 

8% 비조사구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주에는 8% 비조사구가 더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 8주의 경우 8% 비조사구가 5% 비조사에 비해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저장 12주에는 각 시험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RP의 경우 저장 초기 비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2.5 kGy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다른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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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9. Content of biogenic amines of seasoned, irradiated Changran Jeotkal with lower 

salted (5%) content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Irradiation (kGy)

Biogenic amines

PUT CAD TRP SPD SPM HIS TYR AGM

0

 0 51.28 14.32 29.23  8.18 31.43 82.64 24.17 219.10

2.5 41.51 13.16 21.90  6.22 30.05 83.00 22.93 209.20

 5 43.30 14.91 26.14  8.10 32.56 88.70 26.94 213.40

10 42.60 14.82 27.04  8.34 34.01 81.60 28.67 212.80

Control
1)

14.04  7.84  9.49  3.45 13.07 23.98  9.50  96.73

4

 0 66.58 10.57 39.18 15.67 35.72 108.66 25.73 239.60

2.5 62.93  8.96 35.51 15.14 34.36 98.63 25.87 231.40

 5 69.75  8.03 36.67 14.67 35.99 97.57 23.55 237.43

10 59.32  8.56 36.24 13.08 37.01 95.81 21.65 239.88

Control 64.90 11.60 21.20 14.63 28.30 109.60 20.53 239.00

8

 0 73.48 14.26 54.78 18.39 44.38 140.80 27.17 256.00

2.5 70.76 13.40 55.72 17.43 40.41 139.78 28.93 255.40

 5 61.60 13.34 48.10 19.88 43.20 131.60 25.86 246.44

10 61.41 14.27 54.70 17.30 42.76 130.80 21.00 241.56

Control 89.20 14.30 35.64 10.28 41.44 152.10 21.60 275.20

12

 0 61.34 10.26 40.17 17.99 43.55 144.79 28.38 224.47

2.5 55.42  9.92 42.67 17.67 40.49 144.00 28.16 225.78

 5 58.60  8.37 47.42 18.46 41.32 141.07 27.31 225.90

10 60.26  7.90 47.99 18.40 41.41 142.67 25.93 224.81

Control 88.88 10.42 45.84  9.60 36.67 119.95 21.38 318.34

1)
Non-irradiated control with 8% salt concentration.

저장 8주에는 5 kGy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2.5 kGy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비조사구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간에는 차이가 나타내지 않아 감마선 조사에 큰 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8% 비조사 창란젓갈과 비교하면 저장 초기에는 5% 창란젓

갈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4주 및 8주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12주에

는 8% 비조사구가 염농도 5% 비조사구 및 2.5 kGy 감마선 조사구보다 높은 함량을 보 으나,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SPD의 경우 검출된 BAs 중 가장 낮은 함

량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저장 초기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2.5 kGy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다. 비조사구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는 10 kGy 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다. 저장 4주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낮은 함량을 보 으며, 

비조사구,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저장 12주에는 비조사구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약간 감소하 으며, 그 외 감마선 조사구는 다소 증가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별다른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8% 감마선 비조사구와 비교

해 보면 염농도 5%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가 약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 다. SPM의 

경우 저장 초기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다. 모든 시험구

가 저장기간에 따라 함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후 저장 12주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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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8% 비조사 

창란젓갈과 비교해 저장 4주까지 나타내었으며,저장 8주에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5% 

창란젓갈의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8% 비조사구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SPM은 

높은 염농도로 제조한 창란젓갈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S의 경우 저장 초기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낮았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HIS의 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염농도 8% 비조사구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저장 초기 8% 비조사구가 5%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약 4배정도 낮

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염농도의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초혈관자극에 의한 혈압상승 및 박동증가, 신경계질환, 동공확대, 호흡증가 및 혈당 증가 

등과 같은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TYR은 저장 초기 비조사구에 비하여 2.5 kGy 조

사구가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검출되었다. TYR은 1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염농도 8% 비조사구의 경우 염농도 5% 시험구들에 비해 저장기간에 따라 낮은 함량을 나타

내어 고염에서 TYR의 생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AGM은 검출된 BAs 중 가장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저장 초기에는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2.5 kGy 

조사구의 함량은 낮았고 5 및 10 kGy 감마선 조사구는 차이가 없었다. AGM은 저장기간에 따

라 8주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저장 12주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농도 8% 비

조사구의 경우 저장 초기에는 5% 시험구보다 낮은 함량을 보 으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함량도 증가하여 5% 시험구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 높은 염농도에서 저장기간에 따라 

AGM의 생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5% 창란젓갈에서 검출된 BAs 중 PUT, SPD 

및 SPM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HIS의 경우는 5 kGy, 

CAD 및 TYR은 10 kGy 감마선 조사가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TRP 및 

AGM은 감마선 조사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over-Cid 등
(108)

의 보고에 의하면 원료의 초기 미생물 수준을 감소시킬 경우 biogenic 

amines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하 으며, Kim 등
(109)

은 된장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효

기간 중 대부분의 biogenic amines 함량이 20∼60%가량 유의적으로 감소하 고 감마선 조사

기술은 된장 숙성 중의 biogenic amines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저장 기간에 따른 염농도 5% 창란젓갈의 pH 변화는 Table 1-60과 같다. 비조사구는 저장

기간 동안 약간의 감소 및 증가가 반복되었으나 유의적인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2.5 

kGy 감마선 조사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저장 초기부터 저장 4주까지 약간의 유의적 차이

가 있었으나 그 이후 유의적 차이가 없다. 5 kGy 감마선 조사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 6주 이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초기보다 다소 높았다. 10 kGy 감마선 조사구는 

4주까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저장 초기 염농도 8% 창란젓

갈의 비조사구가 경우 염농도 5% 시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장 4주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의 pH가 낮았으며, 다른 감마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들은 유의적 차이가 있

지 않았다. 저장 6주에는 비조사구 및 조사구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8주에는 염농

도 5% 비조사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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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0. pH changes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5% salt content after 

irradiation and storage

Storage
(week)

5%1)   8%1)

0 kGy 2.5 kGy 5 kGy 10 kGy Control SEM

0 6.25
ay

6.27
aby

6.27
ay

6.27
ay

6.36
x

0.012

2 6.22axy 6.15cxyz 6.14cyz 6.12cz 6.24x 0.024

4 6.29
ax

6.21
bcxy

6.21
bxy

6.16
bcy

6.28
x

0.033

6 6.20
a

6.26
ab

6.27
a

6.20
b

5.94 0.174

8 5.30by 6.34ax 6.29ax 6.28ax 6.43x 0.045

12 4.96
cz

6.33
ax

6.31
axy

6.28
ay

6.46
w

0.010

SEM 0.161 0.037 0.022 0.017 0.019

a-c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Table 1-61. Sensory evaluation of low-salted (5%), seasoned Changran Jeotkal after 

irradiation
1)

Sensory parameter
5%

2)
   8%

2)

0 kGy 2.5 kGy 5 kGy 10 kGy Control SEM

Odor 3.33 3.32 3.20 3.36 3.24 0.188

Color 3.71 3.76 3.52 3.88 3.44 0.180

Taste 3.38 3.24 3.00 2.88 2.92 0.211

Texture 3.33 3.20 2.92 2.92 3.24 0.215

Overall acceptance  3.42
ab

 3.72
a

 3.32
ab

 3.20
ab

 2.92
b

0.176

1)
Sensory panelists (n=10) were individually provided the sample with sensory sheet. Sensory scores 

represented 1, very unacceptable and 5, very acceptable. 
2)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저장 12주에는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염농도 5% 비조사구

의 pH가 4.96으로 미생물의 생육이 왕성하여 저장 12주차에는 산 생성 미생물이 분비하는 산

에 의해 pH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염농도 5% 창란젓갈을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1-61과 같다. 모든 시험구의 냄새, 색, 맛, 

및 조직감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에서 5 

kGy 감마선 조사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맛 및 조직감의 경우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를 선호하 다. 종합적 기호도의 경우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85%로 제조한 창란젓갈의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선호된 

결과와 일치하 다. 또한 염농도 8% 시험구보다는 염농도 5% 시험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능적 품질과 미생물학적 품질 평가 결과를 연계해 볼 때 2.5 및 5 kGy의 

감마선 조사가 관능적 및 위생적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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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마선 조사 고춧가루 이용 양념 창란젓갈의 제조 및 품질특성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비조사 고춧가루의 호기성 세균 분포는 Table 1-62와 같다.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조사구의 세균 분포가 3 log cycle이 높았으며 고춧가루에 감마선을 조사하

면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5% 및 8% 염농도로 제조된 창란젓갈의 호기성 세균 변화는 

Figure 1-37과 같다. 염농도 5% 창란젓갈의 경우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는 증가하 고 조

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낮은 분포를 보 다. 염농도 8% 비조사 창란젓갈은 저장기간 동안 4 log 

cycle이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 역시 증가하 다. 두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초

기부터 저장 4주까지 10
3
 CFU/g로 같은 분포를 보 으나 6주 후부터 감마선 조사구가 낮은 

분포를 보 다. 염농도가 높고 감마선을 조사한 고춧가루 사용이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Lee 등
(41)

의 보고에 의하면 5℃ 보존했을 때 일반 고춧가루 사용 오징어젓갈에 

비해 살균고춧가루 사용 오징어젓갈의 품질변화가 안정적이었으며 살균고춧가루 사용 오징어

젓갈이 일반 고춧가루사용 오징어젓갈 보다 생균수의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62.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used 

for seasoning of Changran Jeotkal

           (unit : CFU/g)

Irradiation (kGy) Total aerobic bacteria (CFU/g)

0 3.9 × 106

10 2.0 × 10
3

Storage (week)

0 2 4 6 8 10 12

To
ta

l a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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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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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7. Number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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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3. Coliform bacteria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unit : CFU/g)

 Storage
(week)

5%1) 8%1)

0 kGy 10 kGy 0 kGy 10 kGy

0 1.6 × 10
2

2.1 × 10
2

2.7 × 10
1

ND

2 8.9 × 102  ND2) ND ND

4 ND ND ND ND

6 ND ND ND ND

8 ND ND ND ND

12 ND ND ND ND

1)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2)
ND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

1
.

Table 1-64. Volatile basic nitrogen content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manufactured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5%
1)

8%
1)

0 kGy 10 kGy 0 kGy 10 kGy SEM

0 176.1az 154.1by 161.2abz 154.1bz  4.95

2 210.1
y

217.1
x

175.1
z

196.1
y

13.10

4 231.1
abx

238.1
ax

182.1
cyz

189.1
bcy

11.08

6 252.1aw 259.1ax 210.1by 203.1bxy  8.58

8 287.1
av

238.1
bcx

259.1
abx

224.1
cx

 9.36

12 292.0
av

240.3
bx

240.1
abx

225.0
cx

  7.17

SEM  4.95 11.03  9.48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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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저장기간 동안 대장균군의 변화는 Table 1-63과 같다. 염농도 5% 창란젓갈은 저장 4주, 감

마선 조사구는 저장 2주 후부터 검출되지 않았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은 2주 후부터 검출되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창란젓갈의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VBN)은 

Table 1-64와 같다. 염농도 5% 비조사구는 저장 초기 176.1 mg%에서 저장 8주 후에는 287.1 

mg%로 크게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저장기간 동안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2주부터 6주까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8주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은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며 염농도 5% 창란젓갈과 마찬가지로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간에 유의적 차이

는 없었으나 비조사구보다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염농도 5%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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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구와 염농도 8% 감마선 조사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젓갈의 화학적 품질평가지표로 사용되고있는 아미노태질소(AN) 함량은  Table 1-65와 같

다
(17)

. 염농도 5%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 다.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사이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12주 후 비조사구보다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낮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염농도 8% 비조사구는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며 염농도 5% 비조사구

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다. 감마선 조사구 역시 저장 6주까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하 고 저장 8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유의적 차이 없이 증가하 다. 유의적 차

이는 없으나 감마선 조사구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감마선 조사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염농도 5% 및 8% 창란젓갈을 제조한 후 BAs 함량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1-66과 같다. PUT의 경우 염농도 5%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8

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저장 초기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함량이 

높았으나 저장 4주와 8주 후에는 비조사구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저장 12주에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는 다소 감소하 다. 염농도 8%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기간 동안 함

량이 증가하 는데 저장 초기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약간 높았다. 저장 4주에는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 함량이 약 20 mg%정도 낮게 

나타났다. 저장 초기에는 염농도 5%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염농도 8% 비조사

구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저장 12주에 염농도 8%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염농도 5%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높았으며 염농도 

5%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AD의 경우 염농도 5% 비조사구와 감

마선 조사구는 저장 초기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내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약 1 mg%정도의 함

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장 4주 후 약간 감소하 으며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약 

50% 정도의 큰 감소율로 인하여 비조사구보다 함량이 저장 초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8주 

후 다시 증가하 으며 비조사구는 저장 초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반해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에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다. 저장 12주 후에 비조사구의 함량이 다소 감소

하 으나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약간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염농

도 8%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 초기 큰 수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장 4주와 

8주에는 다소 증가하 고 비조사구의 함량이 높았으나 큰 함량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장 

12주에는 약간 감소하여 4주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 염농도 8% 창란젓갈의 

함량이 염농도 5% 창란젓갈에 비하여 낮았으나 12주 후에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염농

도 5%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보다 염농도 8% 비조사구의 함량이 약간 높았고 염농도 8%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RP의 경우를 보면 염농도 5%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가 저장 초기 비슷한 수치를 나

타내었으나 저장기간 동안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비조사구의 함량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따

라서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 사용이 TRP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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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5. Amino nitrogen content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manufactured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5%1) 8%1)

SEM
0 kGy 10 kGy 0 kGy 10 kGy

0 203.0
z 

202.3
z

165.2
z

198.8
y

 9.93

2 231.7yz 222.6z 221.2y    211.4y  8.52

4 253.4
yz

243.6
yz

259.0
xy

214.2
y

11.69

6 264.6
aby

273.7
axy

274.4
x

222.4
by

10.94

8 340.2x 288.4xy 271.6x 268.8x 18.27

12 344.4
x

316.4
x

296.8
x

288.4
x

16.21

SEM 14.65 13.03 12.81 11.59

1)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Table 1-66. Biogenic amines content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manufactured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t 10℃

(unit : mg%)

Storage 
(week) Sample

Irradiation 
(kGy)

Biogenic amines

PUT CAD TRP SPD SPM HIS TYR AGM

0

 5%
1)   0  51.28 14.32 29.23  8.18 31.43  82.64 24.17 219.10

 10  52.60 13.73 27.44  7.83 30.46  81.95 23.47 221.60

8%1)   0  14.04  7.84  9.49  3.45 13.07  23.98  9.50  96.73

 10  15.60  7.07 21.30  7.06 17.70  27.70 19.50  96.50

4

5%
 0  66.58 10.57 39.18 15.67 35.72 108.66 25.73 239.60

10  65.53  7.36 52.62  8.50 33.61 107.71 24.88 234.49

8%
 0  64.90  11.60 21.20 14.63 28.30 109.60 20.53 239.00

10  43.73  10.71 24.47  7.78 28.85 105.90 21.38 188.90

8

5%
 0  73.48  14.26 54.78 18.39 44.38 140.80 27.17 256.00

10  65.30   9.08 58.96  9.82 40.88 109.01 23.96 254.02

8%
 0  89.20  14.30 35.64 10.28 41.44 152.10 21.60 275.20

10  84.27  13.85 51.92  8.50 40.13 147.10  22.47 177.70

12

5%
 0  61.34  10.26 40.17 17.99 43.55 144.79  28.38 224.49

10  62.41  10.25  63.64  5.51 43.33 104.43  24.08 153.51

8%
 0  88.88  10.42  45.84  9.60 36.67 119.95  21.38 318.34

10  88.27   9.64  40.14  6.21 28.39 109.17  20.84 178.49

1)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염농도 8%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 초기 비조사구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

구가 약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 다. 저장 4주 후 모두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감마선 조사구가 약 4 mg%정도의 높은 함량을 보 다. 저장 8주에도 역

시 증가하 는데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함량 차이가 4주차 

보다 높았다. 저장 12주보다 감소하 고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 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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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낮은 감소율로 인하여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하여 약 5 mg%정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장기간 동안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염농도 8%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나 염농도 5% 비조

사구와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SPD의 경우 검출된 BAs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염농도 5%의 경우 저장기간 동

안  SPD의 함량은 계속 증가하 으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높게 측정

되었다. 염농도 8%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약 2배의 높은 함량을 보 고 4주에 비조

사구가 저장 초기에 비하여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비조사구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장 

8주 후 비조사구는 다소 감소하 으나 감마선 조사구보다 함량이 다소 높은 것 알 수 있으며 

저장 12주 후 대체적으로 감소하 으며 경향은 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조사구의 함량이 다소 

높았다. 전 저장기간 동안 저장 초기에는 염농도 8%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나 계속적

인 증가로 인하여 저장 12주에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염농도 5%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PM의 함량 변화를 보면 저장 초기 염농도 5%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가 비슷한 함량

을 보 다. 저장 4주, 8주 후 함량이 증가하 으며 비조사구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

장 12주에는 비조사구의 함량이 약간 감소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와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염농도 8% 경우 저장 초기 비조사구의 함량이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저장 8주 이후부터 비조사구의 함량이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감마선 

조사구가 BAs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장 초기 염농도 8%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으나 염농도 8% 감마선 조사구의 낮은 증가율로 인하여 저장 12주에는 가장 

낮았으며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염농도 5% 비조사구와 큰 함량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IS의 경우 저장 초기 염농도 5% 비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약간 높은 함량을 

보 고 저장 4주 후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 모두 20 mg% 이상 증가하 으며 초기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8주에 비조사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

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저장 12주에 비조사구는 약간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구는 약 5 

mg% 정도 감소하여 비조사구와의 큰 함량 차이를 보 다. 염농도 8% 창란젓갈의 경우 저장 

초기 비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약 4 mg% 정도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

주 후 약 4배 이상 증가하 다. 비조사구의 함량이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저장 8주에도 4주와 마찬가지로 증가하 으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12주에 다

소 감소하 으나 비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약 10 mg%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장 초기 

대체로 염농도 8%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다소 낮았으며 염농도에 따른 함량 

차이는 컸으나 각각의 염농도에 따른 비조사구 및 조사구 사이에는 큰 함량 차이가 없었다. 저

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 으며 염농도 5% 비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의 함량이 가장 낮았다.

   TYR의 측정 결과 12주의 저장기간 동안 함량이 증가하 고 염농도 5% 비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염농도 8% 경우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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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 2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고 저장 4주 후 비조사구는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장 12주 측정시 약간 감소하 으나 저장 8주 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비조사구의 함량이 조사한 고춧가루를 사용한 창란젓갈에 비하여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염농도 8% 비조사구의 함량이 저장 초기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저장 12주 후 염농도 

8%의 조사한 고춧가루를 사용한 창란젓갈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가장 낮게 측정된 염농도 

8% 감마선 조사구와 염농도 8% 비조사구 창란젓갈의 함량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염

농도 5% 비조사 창란젓갈이 가장 함량이 높았다. 각각의 염농도에 따른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구간에 큰 함량 차이는 없는 젓으로 나타났다. AGM의 경우를 보면 검출된 BAs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는데 염농도 5% 창란젓갈은 저장 초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보다 비조사구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 8%의 창란젓갈도 염농도 5% 창란젓갈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비

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보다 약 100 mg% 이상의 높은 함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춧가루를 감마선 조사하여 제조한 창란젓갈의 pH 변화는 Table 1-67과 같다. 염농도 5% 

비조사구의 pH는 저장 초기부터 저장 8주까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12주 후에는 5.00으로 

저장 초기 6.25 보다 크게 감소하 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유의적 차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장 초기부터 8주까지 약간의 감소 및 증가가 있었으며 저장 12주는 5.91로 저장 초기보다 감

소하 다. 비조사구는 감마선 조사구보다 저장 초기부터 4주 측정까지 pH가 더 높았으나 그 

후 감마선 조사구가 높은 pH를 나타내었다. 염농도 8% 비조사구의 pH의 변화를 보면 저장기

간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며 저장 초기부터 저장 4주까지 약간의 pH 변화가 있었다. 6주 

후 5.94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8주 후부터 계속적인 증가를 하 다.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2주 측정시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저장 초기 6.36에서 저장 12주에는 6.44로 유의적인 증가

를 하 다.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 사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비조사구의 pH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1-67. pH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using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Storage
 (week)

 5%1)  8%1)

0 kGy 10 kGy 0 kGy 10 kGy SEM

0  6.25
bx

   6.22
bwx

   6.36
a

   6.36
axy

0.020

2     6.22x    6.17x    6.24    6.25z 0.023

4     6.29
x

   6.24
wx

   6.28    6.33
yz

0.040

6     6.20
x

6.30
w

   5.94    6.36
xy

0.195

8     5.30bx 6.07cz    6.43a    6.44ax 0.045

12     5.00
cz

5.91
by

   6.46
a

   6.44
ax

0.016

SEM     0.037    0.032    0.16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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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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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8. Sensory scores of seasoned Changran Jeotkal with different salt content made 

by 10 kGy-irradiated hot pepper powder
1)

 Sensory parameter
5%

2)
8%

2)

SEM0 kGy 10 kGy 0 kGy 10 kGy

Odor 3.36 3.08 3.24  3.08 0.194

Color  3.72
a

  2.96
bc

 3.44
ab

  2.64
c

0.206

Taste 3.36 3.28 2.92  2.88 0.217

Texture 3.24 3.28 3.24  3.20 0.224

Overall acceptance 3.36 3.32 2.92  2.88 0.202

1)Sensory panelists (n＝10) were individually provided the sample with sensory sheet. Sensory scores 

represented 1, very unacceptable and 5, very acceptable.
2)
Final salt content of the product.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를 첨가하여 제조한 창란젓갈의 관능평가는 Table 1-68과 같다. 향, 

조직감 및 맛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염농도 5% 비조사구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색의 경우도 유의적 차이는 있으나 염농도 5% 비조사구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종합적 기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5% 비조사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구간

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염농도 5% 감마선 조사구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5) 새우젓(숙성전 조사) 

   염농도를 각각 10,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총균수의 

변화는 Figure 1-38과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새우젓의 총균수는 식염함량과 감마선 조사선량

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즉, 식염에 의한 향으로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경

우, 과량의 염에 의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시켜 담금직후 7.0×10
3
 CFU/mL로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10, 15 및 20% 식염첨가 시험구는 대조구에 비하여 약 1 log cycle 정도 높은 

2.0×10
5
, 1.0×10

5
 및 9.7×10

4
 CFU/mL로 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미생물수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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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8. Changes of total bacteria counts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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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으로 2.5, 5, 7.5 및 10 kGy 조사시 동량 염농도의 비조사구

에 비해 1∼3 log cycle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직후의 총균수는 식염함량에 

비해 감마선의 향이 더욱 컸으며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대조구에서의 총균수보다 낮

게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총균수는 전반적으로 식염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었으나, 같은 

식염농도의 처리구들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서로 다른 생육을 보 다. 즉, 10% 식염첨가 

시험구의 경우, 비조사구를 비롯한 2.5 kGy 감마선 조사구는 약 10
5
 CFU/mL에서 서서히 증가

하여 발효 4주째 1.5×10
7
 CFU/mL 정도의 총균수를 보 고 그 후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경향이었다. 식염 10% 첨가한 새우젓 중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담금직후

의 총균수는 달랐지만 발효 10주까지 계속 증가하여 10
5
∼10

6
 CFU/mL의 총균수를 나타내어 

10% 정도의 저식염 조건하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하여도 총균수의 변화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염함량을 15%로 한 새우젓의 발효기간 중 총균수의 변화에 있어서 

10% 식염첨가 시험구에 비해 비교적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 식염농도의 비조사구 및 2.5와 5 kGy 조사구는 발효초기의 미생물 증식 속도가 약간 

느리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7.5 및 10 kGy 조사구는 발효기간 내내 완만하게 증가하여 

발효 10주째 각각 5.3×10
3
 및 7.8×10

2
 CFU/mL의 총균수를 보 다. 또한 7.5 kGy 이상의 감마

선 조사는 발효 전기간 동안 대조구의 총균수보다 낮았다. 한편, 20% 식염첨가 시험구의 경우, 

비조사구는 담금직후 대조구보다 1 log cycle 정도 높은 총균수를 나타내었고 발효가 진행될수

록 서서히 증가하 으며 발효 1주부터는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의 총균수를 보 다. 그러나 2.5 

kGy 조사구는 발효 중 계속 감소하다가 발효 10주에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5 kGy 이

상의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후 총균수가 계속 감소하여 발효 2∼6주 후에는 총균수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고농도의 식염첨가 및 감마선의 병용처리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손상된 

미생물들이 발효기간 중 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염농도를 각각 10%, 15% 및 20%로 조절한 새

우젓의 감마선 조사직후와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1-69와 같

다. 원료 새우의 수분함량은 77.5%이었으나, 감마선 조사직후의 새우젓과 대조구에 존재하는 

수분은 식염 첨가에 따른 탈수현상으로 크게 감소하여 61.7∼68.7%로 식염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탈수량이 많았으며 동량의 염 첨가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백질 및 지방의 함량은 염 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함량이었고 회분

의 함량은 식염의 첨가량과 비례적으로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 향은 없었다. 발효기간 중 

수분함량을 비롯한 일반성분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 직후인 발효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효

기간 중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염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

효기간에 따른 수분활성의 변화는 Table 1-70과 같다.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수분활

성은 담금직후 0.73이었으며 10주 후에는 0.55로 감소하 다. 식염농도가 10%, 15% 및 20%가 

되도록 조절한 새우젓의 수분활성은 감마선 조사직후 각각 0.86∼0.88, 0.82∼0.85 및 0.77∼0.80

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구와 마찬가지로 새우젓의 수분활성은 발효 1∼2주까지는 빠르게 감소하

고 그 후에는 서서히 감소하여 각각 0.73∼0.75, 0.66∼0.69 및 0.60∼0.63 사이를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식염의 첨가량은 수분활성과 접한 관계가 있고 삼투작용에 의해 발효 중 서서

히 감소하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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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9. Changes of proximate composition in salted and fermented shrimp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

Composition
Raw

Shrimp

10%1) 15% 20%
30%

(Control)

02) 2.5 5 7.5 10 0  2.5 5 7.5 10 0  2.5 5 7.5 10 0

Moisture 77.5 68.7 67.9 68.3 68.6 68.0 66.3 66.7 65.9 66.1 65.6 62.0 62.5 62.6 62.8 62.1 60.2

Protein 15.4 15.2 16.1 16.2 154. 16.0 15.6 15.7 15.8 16.7 16.0 16.2 16.2 15.4 15.7 16.1 15.8

Lipid 2.1 1.8 1.8 2.0 2.1 1.9 1.9 2.1 2.2 2.2 1.7 2.2 1.8 1.9 1.7 2.0 1.9

Ash 4.1 12.7 12.5 12.9 13.1 12.8 15.4 15.7 15.2 14.9 15.6 19.1 19.0 18.7 19.2 19.6 22.0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Table 1-70. Changes of water activity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Fermentation 
periods 
(week)

10%1) 15% 20% 30%
(Control)

0
2)
  2.5 5 7.5 10 0  2.5 5 7.5 10 0  2.5 5 7.5 10 0

0 0.88 0.86 0.87 0.86 0.88 0.83 0.82 0.85 0.84 0.82 0.80 0.77 0.78 0.79 0.79 0.73

1 0.82 0.83 0.81 0.80 0.82 0.77 0.78 0.77 0.76 0.76 0.72 0.74 0.73 0.74 0.73 0.69

2 0.80 0.80 0.79 0.79 0.80 0.73 0.74 0.72 0.71 0.72 0.69 0.71 0.70 0.70 0.69 0.65

3 0.78 0.79 0.77 0.77 0.75 0.69 0.70 0.71 0.70 0.70 0.67 0.68 0.67 0.68 0.67 0.62

4 0.77 0.76 0.78 0.78 0.76 0.68 0.71 0.71 0.70 0.71 0.65 0.67 0.65 0.63 0.64 0.61

6 0.76 0.75 0.75 0.78 0.75 0.68 0.70 0.70 0.69 0.70 0.62 0.64 0.63 0.62 0.63 0.59

8 0.75 0.74 0.74 0.74 0.74 0.65 0.69 0.70 0.68 0.69 0.61 0.65 0.62 0.61 0.63 0.57

10 0.75 0.73 0.74 0.74 0.75 0.67 0.69 0.69 0.66 0.68 0.60 0.63 0.62 0.62 0.61 0.55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Table 1-71. Changes of salinity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unit : %)

Fermentation 
periods
(week)

10%1) 15% 20% 30%
(Control)

0
2)
  2.5 5 7.5 10 0  2.5 5 7.5 10 0  2.5 5 7.5 10 0

0 8.8 8.8 8.6 8.8 9.0 13.6 13.8 13.6 14.0 13.8 16.8 17.0 17.0 16.8 16.8 22.0

1 9.2 9.2 9.0 9.2 9.4 14.0 14.2 13.8 14.4 14.2 17.2 17.4 17.4 17.2 17.2 22.6

2 9.4 9.2 9.2 9.2 9.4 14.0 14.4 14.0 14.4 14.2 17.4 17.4 17.2 17.2 17.2 22.6

3 9.4 9.4 9.0 9.2 9.4 14.0 14.4 14.2 14.4 14.0 17.2 17.4 17.4 17.2 17.4 22.6

4 9.6 9.6 9.6 9.6 9.8 14.2 14.6 14.6 14.4 14.4 17.6 17.2 17.6 17.4 17.6 23.0

6 9.8 9.6 9.6 9.6 9.6 14.2 14.6 14.4 14.6 14.2 17.6 17.4 17.8 17.4 17.6 23.2

8 9.6 9.8 9.4 9.8 9.8 14.4 14.6 14.4 14.6 14.4 17.8 17.6 17.8 17.4 17.8 23.2

10 9.8 9.6 9.6 9.8 10.0 14.4 14.8 14.6 15.0 14.4 17.8 17.6 18.0 17.6 17.8 23.2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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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의 식염침투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효기간 중 식염농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1-71과 같다.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경우 담금직후의 

염도는 22%에서 발효기간 중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23.2%로 나타났으며 발효 6주부

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염도를 유지하 다. 식염농도가 10%, 15% 및 20%가 되도록 첨가한 

새우젓은 감마선 조사직후 각각 8.6∼9.0, 13.6∼14.0 및 16.8∼17.0% 사이로 나타나 새우젓의 

식염침투는 식염을 첨가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기 전인 12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발효기간 중 새우젓의 식염농도는 발효 1∼2주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

하다가 이후 10주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었다. 즉, 10%, 

15% 및 20%의 식염을 첨가한 새우젓은 각각 9.6∼10.0, 14.0∼15.0 및 17.6∼18.0% 정도로 발

효 4주에서 10주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또한 동량의 염을 첨가한 감마선 조사구의 식염 

함량 차이는 없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Figure 

1-39와 같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 담금직후의 pH는 7.85로 발효 초기에는 

약간씩 감소하다가 발효 3주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pH 8.08 이었다. 그러나 

10% 식염첨가 시험구의 경우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간의 pH의 차이가 없었고 감마선 조사 

직후 pH는 8.09∼8.15로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pH에서 시작하여 발효 10주에는 8.88∼8.9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식염 15% 첨가 시험구의 경우, 조사직후의 pH는 7.85∼7.98 정도 으며 발효 10주까지 서서

히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10% 식염첨가 시험구 보다는 낮은 pH를 유지하 다. 특히 10 kGy의 

감마선 조사는 발효 10주까지 30%의 식염을 첨가한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염 20% 첨가 시험구의 경우는 조사 직후 pH 7.85∼7.95 정도로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하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대

조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H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새우젓의 발효 중 다양한 pH 변화의 결과는 식염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

량에 따른 발효기간 중 미생물의 양상에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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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0 kGy, 30% NaCl)
0 kGy
2.5 kGy
5 kGy
7.5 kGy
10 kGy

20%

Figure 1-39. Changes of pH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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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2. Changes of general acceptance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Fermentation 
periods
(week)

10%
1) 15% 20%

30%
(Control)

0
2)
  2.5 5 7.5 10 0  2.5 5 7.5 10 0  2.5 5 7.5 10 0

0 2.6
d

2.7
cd

2.5
d

2.7
cd

2.5
d

2.6
d

2.5
d

2.6
d

2.5
d

2.7
cd

2.5
d

2.4
d

2.3
d

2.3
d

2.4
d

2.2
d

1 2.5
d

2.1
de

2.2
d

2.5
d

2.6
d

2.9
cd

2.7
cd

2.9
cd

2.7
cd

2.7
cd

2.9
cd

2.8
cd

2.8
cd

3.0
c

2.9
cd

1.9
e

2 2.0de 1.8e 2.0de 2.3d 2.4d 3.1c 3.2c 3.0c 3.3bc 3.2c 3.2c 3.0c 3.2c 2.9cd 3.0c 2.3d

3 -
3) - - 1.7

e
2.0

de
2.9

cd
3.2

c
3.1

c
3.2

c
3.4

bc
3.3

bc
3.4

bc
3.6

b
3.1

c
3.2

c
2.5

d

4 - - - - 1.5
f

3.9
b

3.5
bc

3.4
bc

3.4
bc

3.3
bc

3.8
b

3.5
bc

3.9
b

3.5
bc

3.1
c

2.7
cd

6 - - - - - 3.5bc 3.6b 3.6b 3.4bc 3.7b 4.0ab 4.0ab 3.7b 3.8b 3.8b 3.2c

8 - - - - - 2.1
de

2.5
d

2.9
cd

2.9
cd

3.8
b

3.1
c

3.2
c

3.7
b

4.2
a

4.0
ab

3.6
b

10 - - - - - - 1.3
f

2.2
d

2.4
d

3.6
b

1.9
e

1.8
e

3.8
b

4.0
ab

4.2
a

3.4
bc

1)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3)
Sensory evalu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a-f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Score: 5 ; excellent, 4 ; good, 3 ; acceptable, 2 ; unacceptable, 1 ; poor.

   발효기간 중 새우젓의 관능적 품질의 평가 결과는 Table 1-72와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새우젓의 종합적 기호도는 모든 식염첨가 시험구에서 비조사구와 감마선 조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식염첨가량을 달리한 시험구간 중 10%와 15% 식염첨가 시험구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20% 식염첨가 시험구와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는 이들

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이유는 새우젓의 식염함량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와 15% 식염첨가 시험구의 식염함량은 각각 8.6∼9.0 및 13.6∼14.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식염함량에서는 짠맛의 정도가 관능적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 식염첨가 시험구의 경우 16.8∼17.0%, 대조구의 경우 22.0%로 매우 높은 식염함량을 나타

내 염함량이 높을수록 관능적 품질이 바람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식염첨가량에 따른 

발효기간 중 관능적 품질의 변화로서 10% 식염첨가 시험구는 전반적으로 발효 초기부터 부패

로 진행되어 3주안에 부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kGy에서도 6주안에 새우젓이 부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10% 식염첨가 시험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보다도 식염의 첨가

량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총균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의 식염농도에서는 감마

선 조사에 의해 발효 초기에 미생물의 생육 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일정기한이 지나면 잔

존하던 미생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부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염 15% 첨가 시험구는 비

조사구의 경우 4주에 최적의 관능적 품질을 나타내었으나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어 10주에는 

관능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여 15%의 저식염으로는 새우젓 제조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부패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선량이 증가

할수록 관능적 품질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kGy의 감마선 조사의 경우 발효 6

주부터 높은 종합적 기호도값을 나타내고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의 낮은 

식염 첨가라도 10 kGy의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 하면 저염의 새우젓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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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었다. 식염 20% 첨가 시험구의 관능검사 결과는 조사 직후 비교적 높은 염 함량으로 낮

은 기호도를 보 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기호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식염 20% 

첨가 시험구 중 2.5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발효 10주째 1.8의 낮은 종합적 기호도 수치

를 나타내어 20%의 식염함량에서도 저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새우젓의 부패를 가져왔다. 그러

나 5 kGy 이상 감마선 조사의 경우, 발효가 진행될수록 종합적 기호도가 증가하 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품질 유지기한이 연장되고 관능적 품질이 적합하게 유지되어 본 실험에서 가

장 좋은 시험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15%의 식염첨가와 10 kGy의 감마선 조사 및 20% 식염첨가와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 할 경우 각종 식품 첨가제 및 식염에만 의존하던 기존 

젓갈에 비해 관능적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저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저염 새우젓의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염농도를 30%로 하여 제조한 대조구와 10∼20%의 식염농도로 제조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에 따른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은 Figure 1-40과 같다. 식염농도를 각각 10%,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을 감마선 조사한 직후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은 약 214∼253 mg%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발효기

간 중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은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경우, 204 mg%의 함량에서 발

효 10주 경과 후에는 445 mg%로 서서히 증가하여 완만한 속도로 발효되는 경향이었다. 그러

나 10% 비조사구의 경우, 발효초기부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발효 4주 후에는 실험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 다. 식염농도 10%의 새우젓을 감마선 조사한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아미노태질소 함량의 증가폭이 낮았으나 10%의 낮은 식염농도로는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가까운 높은 아미노태질소 함량을 나타내어 저염 새우젓 제조에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식염첨가 함량이 15% 및 20%인 새우젓의 경우, 10%의 식염농도와 비교

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발효 

진행 과정동안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서히 증가하 으며 15% 식염농도의 새우젓은 10 

kGy, 20% 식염농도의 새우젓은 7.5 kGy와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458∼505 mg%로서, 대조구의 아미노태질소 함량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즉, 아미

노태질소의 함량은 발효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시험구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식염농

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이 낮을수록 아미노태질소의 함량은 빠르게 증가하 다. 또한 동일한 식

염농도인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아미노태질소 함량의 증가속도는 낮아지는 경향

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염농도가 미생물의 생육에 가장 큰 향을 미치지만, 식염농도

가 같은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생육 저해로 비조사구에 비해 아미노태질소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염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휘발성 염기태질소

의 함량변화는 Figure 1-41과 같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식염농도 30%인 대조구와 식염농

도를 각각 10%,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에 감마선을 조사한 직후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

량은 17.3∼20.4 mg%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발효기간 중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은 

대조구의 경우 발효가 진행될수록 매우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29.2 m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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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amino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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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0. Changes of amino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그러나 10% 식염 첨가구의 경우, 비조사구는 아미노태질소 함량에서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4주 이후에는 부패로 인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식염 10% 첨가된 새우젓에 감마선을 조

사한 경우에는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선량에 의존하여 낮은 함량을 보 으나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함량으로 10%의 식염농도로는 감마선 조사를 병행하

여도 새우젓을 제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염 15% 첨가구의 경우, 10% 첨가구보다 

낮은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을 함유하 으나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7.5 kGy 이상

의 감마선 조사선량은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생성을 상당히 억제하 다. 한편, 식염 20% 첨가

구의 경우, 10% 및 15% 식염 첨가구와는 달리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시 발효과정내내 대

조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든 시험구에서 발효기간 중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 변화는 아미노태질소의 결과와 같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식염농도에 의한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식염농도가 동일할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다. Lee 등
(110)

은 시판 젓갈의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과 관능평가와의 상관관계에 있어

서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30 mg% 범위에서 관능적 기호도가 높았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새우젓의 적정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은 약 30 mg% 전후로 생각된

다. 또한 본 연구팀에서 연구한 전보
(111)

의 관능검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30% 식염첨가구는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이 30 mg%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식염함량으로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5% 식염농도에서는 10 kGy, 20% 식염농도에서는 5 또는 7.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시 30 mg% 이하의 휘발성 염기태질소 함량을 유지하 고 관능적 품질이 

적합하게 유지되었다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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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1. Changes of volatile basic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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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2. Changes of trimethylamine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식염농도를 10∼20%로 조절한 새우젓의 발효기간에 따른 trimethylamine(TMA)의 함량변

화는 Figure 1-42와 같다.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 및 식염농도를 각각 10%, 15%, 20%

로 조절한 새우젓에 감마선을 조사한 직후 TMA 함량은 0.17∼0.22 mg%로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TMA 함량변화는 아미노태질소 및 휘발성

염기태질소와 같이 식염농도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염함량이 동일한 경우 감

마선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TMA 함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효기간 전체에 걸쳐 

TMA함량도 계속 증가하 다. Lee 등
(110)

의 연구에서 시판중인 새우젓의 TMA함량은 약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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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정도로 나타났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관능검사 점수가 낮아져 약 2.7 mg% 이상이 되

면 품질에 좋지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

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새우젓의 식염함량보다 30∼50% 정도 함량을 줄여도 적정 

수준의 TMA 함량과 품질을 유지하는 저염 새우젓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새우는 근육 또는 내장에 복합적인 단백질분해효소가 존재하며, 각 효소의 특성에 따라 단

백질에서 아미노산까지 분해되는 동시에 특유한 점조성을 띄고, 독특한 풍미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어 젓갈의 발효과정 중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다
(112)

. 식염농도를 달리하여 제

조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중성 단백질분해효소 활성(neutral protease 

activity) 변화는 Figure 1-43과 같다.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와 식염농도를 10∼20%로 

조절한 새우젓에 감마선을 조사한 직후의 효소활성은 14.20∼17.98 unit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소활성의 변화는 식염농도의 증가에 의해 낮아지는 경

향을 보 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비조사구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선량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에 따른 전반적인 효소활성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4∼5주

차에서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보 고, 그 이후 발효기간 동안 점차 활성이 낮아져, 발효 10주

차에는 효소활성이 18.07 ∼20.86 unit으로 시험구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염농도를 낮

출수록 새우젓에 존재하는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특유한 점조성을 띄고 독

특한 풍미를 나타내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의 생육이 저해된 낮은 식염농도에서도 효소

활성의 차이는 없었다. 

  (6) 새우젓(숙성 후 조사)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 및 대

조구(0 kGy, 30% 식염농도)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1-73과 같다.

10%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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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3. Changes of neutral protease activity in gamma irradiated and 10%, 15% and 

2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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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제조에 사용된 원료 새우의 수분함량은 77.5%이 으며, 감마선 조사직후의 새우젓

과 대조구의 수분함량은 60.4∼66.3%를 나타냈는데, 이는 식염 첨가에 따른 탈수현상으로 식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어육으로부터 분리된 수분양도 증가한 것으로 동량의 염 첨가구에서 감

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백질 및 지방의 함량은 염 농도 및 감마선 조사

선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함량을 보 고, 회분 함량의 경우 식염 첨가량에 비례하여 증가

하 지만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수분함량을 비롯한 

일반성분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 직후인 최적 숙성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효기간 동안 변화

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Table 1-73. Proximate composition in salted and fermented shrimp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Composition
Raw

Shrimp

15%
1)

20%
30%

 (Control)

 0
2)

5 10 0  5 10 0

 Moisture   77.5 66.3 65.9 65.6 62.0 62.6 62.1      60.4

 Protein   15.4 15.6 15.8 16.0 16.2 15.4 16.1      15.6

 Lipid    2.1 1.9 2.2 1.7 2.2 1.9 2.0       1.8

 Ash    4.1 15.4 15.2 15.6 19.1 18.7 19.6      22.1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Table 1-74. Changes of water activity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Fermentation periods 
(week)

 15%1) 20% 30%
(Control)

 02)  5 10 0  5 10 0

0 0.83 0.83 0.83 0.80 0.80 0.80 0.73

1 0.77 0.77 0.77 0.72 0.72 0.72 0.69

2 0.73 0.73 0.73 0.69 0.69 0.69 0.65

3 0.69 0.69 0.69 0.67 0.67 0.67 0.62

 43) 0.69 0.68 0.68 0.65 0.65 0.65 0.61

 6
4)

0.68 0.69 0.69 0.62 0.63 0.62 0.59

8 0.67 0.68 0.69 0.60 0.62 0.63 0.57

10 0.66 0.69 0.68 0.60 0.60 0.61 0.55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3)
Fermented shrimp with 15%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4)
Fermented shrimp with 20%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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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염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새우젓의 발효 초기 및 감마선 조사 후 발효기간에 따른 수분

활성 변화는 Table 1-74와 같다. 담금 직후의 수분활성은 0.73∼0.83으로 식염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은 식염의 첨가량은 수분활성과 접한 관계가 있고 삼투작용에 

의해 발효 중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발효기간 동안 수분활성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저장 1∼2주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후 서서히 감소하여 저장 10주차에는 0.55∼0.66

의 수분활성을 나타내었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경우, 각각 감마선 조

사 직후인 저장 4주 및 6주차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분활성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후 발효기간 동안도 조사구 및 비조사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새우젓 식염침투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효기간 중 식염농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Table 1-75과 같다. 대조구(0 kGy, 30% 식염첨가)의 경우, 담금 직후의 

염도는 24.0%에서 발효기간 중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27.2%로 나타났으며, 발효 6주

부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염도를 유지하 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은 

발효 초기에 13.6 및 16.8%의 염도를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 직후인 저장 4주 및 6주 후에도 

서서히 증가하여, 동량의 염을 첨가한 새우젓을 비교하 을 때 감마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식염침투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염농

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 조사구 및 대조구(0 kGy, 30% 식

염농도)의 pH 변화는 Figure 1-44와 같다. 30% 식염농도의 대조구는 담금직후 pH 7.85로 발

효 초기에는 약간씩 감소하다가 발효 3주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pH 8.08 

이었다. 

Table 1-75. Changes of salinity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Unit : %)

Fermentation 
periods (week)

 15%
1)

20%
30%

(Control)

 0
2)
  5 10 0  5 10 0

0 13.6 13.6 13.6 16.8 16.8 16.8 24.0

1 14.0 14.0 14.0 17.2 17.2 17.2 25.2

2 14.0 14.0 14.0 17.4 17.4 17.4 25.2

3 14.0 14.0 14.0 17.2 17.2 17.2 26.0

 4
3)

14.2 14.0 14.2 17.6 17.6 17.6 27.0

 6
4)

14.2 14.2 14.2 17.6 17.6 17.6 27.2

8 14.4 14.4 14.4 17.8 17.8 17.8 27.2

10 14.4 14.6 14.4 17.8 18.0 17.8 27.2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3)Fermented shrimp with 15%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4)
Fermented shrimp with 20%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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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4. Changes of pH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식염농도가 15%인 새우젓의 경우, 발효초기의 pH는 8.01로 대조구 및 20% 식염농도의 새우젓

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발효 기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직후인 저

장 4주차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라 

비조사구의 pH가 조사구보다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염농도가 20%인 새우젓의 경

우, 발효초기의 pH는 7.95로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하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고, 감마선 조사 직후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발효기

간에 따라 저장 10주차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의 pH는 8.40으로 비조사구 보다 빠르게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를 보 는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H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 조사구 및 대조구(0 

kGy, 30% 식염농도)의 총균수 변화는 Figure 1-45와 같다. 담금 직후 새우젓의 총균수는 식염

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대조구의 경우 5.0×10
3
 CFU/mL로 15% 및 20% 식염농도의 새우

젓 보다 1 log cycle 정도 낮게 나타났다. 발효기간 동안에도 전반적으로 염농도에 의한 미생

물 생육의 변화를 보 는데, 특히 대조구의 경우, 과량의 염이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여 식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내염성의 세균들만이 초기에 생존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염농도가 15%인 

새우젓의 경우 저장 4주차까지 꾸준히 증가하 는데, 감마선 조사 직후인 저장 4주차에서 비조

사구는 총균수가 7.1×10
6
 CFU/mL로 발효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5 kGy 및 10 kGy 감마

선 조사구는 각각 6.3×10
3
 및 5.9×10

2
 CFU/mL로 비조사구 보다 3∼4 log cycle 정도 감소하

다. 그 후 발효기간 동안 미생물 수는 점차 감소하여 저장 10주차에서 비조사구의 경우 

9.1×10
5
 CFU/mL, 조사구의 경우 각각 9.7×10

2
 및 9.1×10

1
 CFU/mL로 조사구의 경우 감마선 조

사에 의한 미생물 제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염농도가 20%인 새우젓의 경우 감마선 

조사직후인 저장 6주차에서 조사구는 각각 1.9×10
3
 및 3.5×10

2
 CFU/mL로서 비조사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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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 log cycle 감소하 다.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8주차까지 총균수가 꾸준히 증가하 고, 

조사구는 감마선 조사 이후 점차 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총균수는 식

염 함량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해 큰 향을 보 는데, 식염 함량 및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미생물의 수가 감소하 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 조사구 및 대조구(0 

kGy, 30% 식염농도)의 관능적 품질 평가 결과는 Table 1-76과 같다. 발효초기 식염농도에 따

른 새우젓의 종합적 기호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저장 1∼3주차에서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 는데, 이러한 이유는 새우젓의 식염함량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 및 20% 식염농도의 시험구의 식염함량은 14.0∼17.2 %로 그 함량이 비교적 낮아 

그 짠맛의 정도가 관능적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대조구의 경우 22.6%로 높은 식염

함량을 나타내어 식염농도가 높을수록 관능적 품질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식염농도에 따

른 발효기간 중 관능적 품질의 변화는 15% 식염농도의 새우젓은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4주차

에 최적의 관능적 품질을 나타내었으나 그후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어 저장 8주 이후로는 관능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여 15%의 저식염으로는 새우젓 제조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그러나 10 kGy 조사구의 경우 최적 숙성 직전의 감마선 조사로 저장 4주 이후에도 

부패를 지연시켜 저장 10주까지도 바람직한 관능적 품질을 나타내어, 새우젓의 식염농도를 

15%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 20% 식염농도 새우젓의 경우 비조사구는 저장 4∼6주에 좋은 

선호도를 보 으나 저장 10주차에서는 부패취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관능적으로 부적합하 다. 

조사구의 경우 감마선 조사 직후인 저장 6주차에서는 비조사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그 후 저장기간 동안의 과발효가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적절히 억제하여 저장 10주차

에서도 5 kGy 및 10 kGy 조사구 모두 관능평가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실험에서 

가장 좋은 시험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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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5. Changes of total bacteria counts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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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6. Changes of overall acceptance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during fermentation for 10 weeks at 15℃

Fermentation periods 
(week)

 15%1) 20% 30%
(Control)

 0
2)
  5 10 0  5 10 0

0  2.6d  2.6d  2.6d 2.5d 2.5d 2.5d 2.2d

1  2.9
cd

 2.9
cd

 2.9
cd

2.9
cd

2.9
cd

2.9
cd

1.9
e

2 3.1
c

3.1
c

3.1
c

3.2
c

3.2
c

3.2
c

2.3
d

3 2.9cd 2.9cd 2.9cd 3.3bc 3.3bc 3.3bc 2.5d

 4
3)

3.4
bc

3.3
bc

3.4
bc

3.8
ab

3.8
ab

3.8
ab

2.7
cd

 6
4)

3.0
c

3.6
b

3.7
b

3.6
b

3.7
b

3.7
b

3.2
c

8  -5) 3.5bc 3.8ab 3.1c 3.7b 3.8ab 3.6b

10 - 3.2
c

3.9
ab

1.9
e

4.0
a

4.2
a

3.6
b

1)
Sodium chloride concentration.

2)
Gamma irradiation dose (unit : kGy).

3)Fermented shrimp with 15%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4)
Fermented shrimp with 20% of salt concentration was irradiated.

5)
Sensory evaluation could not be done due to spoilage. 

a-f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Score : 5 ; excellent, 4 ; good, 3 ; acceptable, 2 ; unacceptable, 1 ; poor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새우젓의 최적 숙성 직전의 감마선 조사는 15%의 식염농도는 10 kGy, 

20% 식염농도는 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하는 경우, 각종 식품 첨가제 및 식염에만 의존하

던 기존 젓갈에 비해 관능적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저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저염 새우젓의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염농도를 30%로 하여 제조한 대조구와 15% 및 20%의 식염농도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 조사에 따른 발효기간별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Figure 1-46과 같다. 담금직

후 대조구(비조사, 30% 식염첨가)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204 mg%로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의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257 mg% 및 227mg%)보다 낮은 함량을 보여 

식염농도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효기간에 따른 대조구의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발

효기간이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445 mg%로 완만한 속도로 발효되는 경향이었

다. 식염농도가 15%인 새우젓의 경우, 발효초기의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257 mg%로 대조구 

및 20% 식염농도의 새우젓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582 mg%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적 숙성직전(발효 4주)

에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조사직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생성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

존하 다. 특히, 15%의 식염을 첨가하여 최적 숙성직전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발효 

10주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463 mg%로 30% 고염농도의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염

농도가 20%인 새우젓의 경우, 발효초기의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227 mg%로 대조구와 비슷

한 수준으로 시작하여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507 m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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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조사 직후인 발효 6주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15% 식염첨가 새우젓과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변

화가 거의 없어 발효 10주의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5 kGy 조사구의 경우 476 mg%, 10 

kGy 조사구의 경우 454 mg%로 나타났다. 즉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전 발효기간에 걸쳐 모

든 시험구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식염농도와 감마선 조사선량이 낮을수록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빠르게 증가하 다. 또한 같은 식염농도의 경우, 최적 숙성시기에의 감마선 조

사는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증가속도를 늦추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염농도가 미생물의 생육에 가장 큰 향을 미치지만, 식염농도가 같은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생육 저해로 같은 식염농도의 비조사구에 비해 아미노태 질

소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 및 대

조구(비조사, 30% 식염첨가)의 발효기간에 따른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변화는 Figure 

1-47과 같다. 담금 직후 새우젓의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은 식염농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

는 경향이었으나 17.46∼19.32 mg%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 중 휘

발성 염기태 질소 함량은 대조구의 경우 발효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29.2 mg%이었다. 식염을 15% 첨가한 새우젓의 경우, 비조사구는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변화

와 같은 경향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59.82 mg%로 대조구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숙성시기 직전(발효 4주)에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조사직후 감마선 조

사에 의한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차이는 없었으나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낮은 함량을 보여 감마선 조사 후 발효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한편, 식염 20% 첨가구의 경우, 비조사구는 대조구의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15% 식염 첨가보다 낮은 함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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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6. Changes of amino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for 10 weeks of fermentation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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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숙성시기 직전(발효 6주)에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발효 진행속도를 늦추어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10 kGy의 

감마선을 최적 숙성시기에 조사한 경우, 발효가 진행되어도 감마선 조사 직전의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과 유사하 다. 즉 모든 시험구에서 발효기간 중 휘발성 염기태 질소의 함량변화는 

아미노태 질소 함량변화와 일치하 으며, 전반적으로 식염농도에 의한 향이 가장 크며 식염

농도가 동일한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 적용시기는 다르지만 새우젓 담금직후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발

효시켰을 때의 휘발성 염기태 질소 함량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 및 대

조구(비조사, 30% 식염첨가)의 발효기간에 따른 trimethylamine(TMA)의 함량변화는 Figure 

1-48과 같다. 대조구 및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의 담금직후 TMA 함량은 

0.30 및 0.18 mg%로 식염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TMA 함량을 나타내었다. 발효기간 중 대조구

의 TMA 함량변화는 아미노태 질소 및 휘발성염기태질소와 함께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식염 15% 첨가구의 경우에는 담금직후 0.30 mg%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10주에는 5.60 mg%의 TMA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적 숙성직전(발효 4주)에 감마

선을 조사한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으며 발효진행의 제어로 서서히 증가하

다. 특히 10 kGy의 감마선을 최적 숙성직전(2.51 mg% TMA)에 조사한 경우, 발효 10주 후에

도 2.72 mg%로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또한 식염 20% 첨가구의 경우, 15% 식염첨가구보다 

높은 식염함량으로 담금직 후 TMA 함량이 0.24 mg%로 낮게 나타났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

라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적 숙성직전(발효 6주)에 5 kGy 및 10 kGy의 감마

선을 조사한 경우, 2.52 mg% 및 2.32 mg%로 조사 직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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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7. Changes of volatile base nitrogen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for 10 weeks of fermentation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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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8. Changes of trimethylamine contents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for 10 weeks of fermentation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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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9. Changes of neutral protease activity in gamma irradiated and 15%, 20% and 

30% salted shrimp for 10 weeks of fermentation at 15℃.

식염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새우젓의 최적 숙성직전 감마선 조사후 발효기간에 따른 중성 단

백질분해효소 활성변화는 Figure 1-49와 같다. 대조구(비조사, 30% 식염첨가)와 식염농도를 

15% 및 20%로 조절한 새우젓의 담금직후 효소활성은 12.63∼14.69 unit로 식염농도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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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발효기간에 따른 전반적인 효소활성 변화를 살펴보면 발효 

4∼5주차에서 가장 높은 효소활성을 보 고, 그 후 발효기간 동안 점차 활성이 낮아져 발효 10

주차에는 효소활성이 18.07∼19.30 unit으로 시험구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적 숙성직

전 5 및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같은 식염농도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선량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염농도를 낮출수록 새우젓에 존재하는 단백질분

해효소 활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반응하여 특유한 점조성을 띄고 독특한 풍미를 나타내며, 일

반적으로 효소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에 비해 매우 낮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생

육은 저해되어도 효소활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멸치액젓

   멸치액젓의 각 시험구별 일반 호기성 세균, Staphylococcus sp., Streptococcus sp. 및 

Enterococcus sp.의 분포는 Table 1-77 및 1-78과 같다. 저장 기간 중 5, 7.5 및 10 kGy의 감

마선 조사구와 정 여과 시험구는 일반 호기성 세균, Staphylococcus sp., Streptococcus sp. 및 

Enterococcus sp.가 검출되지 않아,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 호기성 세균은 저장 초기 대조구가 1.1×10
4 
CFU/mL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감마선 

조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처리한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대조구는 저장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저장 12주째에는 8.8×10
4
 CFU/mL로 나타났으며, 2.5 kGy 감마선 조사

구 및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저장 4∼12주차까지 10
2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Staphylococcus 

sp.의 경우 대조구는 10
4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장 12주에는 1.2×10

5
 CFU/mL로 증가하 고, 2.5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에는 저장 기간 중 10
2
수준으로 대조구에 비해 2∼3 log cycle 낮게 

나타났으며, 가열살균 시험구는 10
3
수준을 보 다. 그러나 5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는 전혀 검출되지 않아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호기성세균에 

비해 많이 검출 된 것은 Staphylococcus sp.가 내염성 세균으로써 실험에 사용된 3% NaCl을 

첨가한 선택배지 조건에서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Streptococcus sp.는 대조구에

서 저장 기간 동안 10
4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2.5 kGy 감마선 조사구는 10

2
수준으로 대조구에 

비해 약 2 log cycle 낮게 나타났다. 반면 5 kGy이상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

험구에서는 저장 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Enterococcus sp.의 경우는 대조구에서만 저장 

기간 중 10
3
∼10

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모든 시험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Kim 등

(113)

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판 멸치액젓 중에는 Staphylococcus sp., Streptococcus sp. 및 

Enterococcus sp. 등이 존재하며, 이들 미생물군 중에는 일부 병원성인 경우도 있어 장기간 유

통시 위생상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5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

를 적용할 때 멸치액젓 중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물을 기존의 가열살균법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멸치액젓의 유통시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멸

치액젓의 각 시험구별 일반성분은 Table 1-79와 같다. 수분함량은 65.7∼66.1%, 단백질은 6.2∼

6.5% 함유되어 있었으며, 회분함량은 26.7∼27.0%로 나타났으며, 대조구 및 처리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멸치액젓의 일반성분은 감마선 조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등과 같은 처리공정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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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7. Changes in the growth of aerobic bacteria and  Staphylococcus sp.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CFU/mL)

Storage 

period

(week)

Sample

0 1) 2.5 5 7.5 10 MF1) HTST1)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Aerobic 
bacteria

Staph. 
sp.

0 1.1×104 1.5×104  -2) 3.5×102 - - - - - - - - - 1.7×103

2 1.2×10
4

1.0×10
4 - 3.8×10

2 - - - - - - - - - 1.6×10
3

4 1.8×104 1.1×104 1.1×102 5.5×102 - - - - - - - - 1.0×102 2.3×103

6 2.7×104 7.8×104 1.1×102 6.4×102 - - - - - - - - 1.5×102 2.1×103

8 2.9×10
4

5.6×10
4

1.1×10
2

4.5×10
2 - - - - - - - - 1.3×10

2
1.6×10

3

10 6.9×104 8.0×104 3.0×102 2.9×102 - - - - - - - - 1.1×102 1.8×103

12 8.8×104 1.2×105 4.1×102 4.2×102 - - - - - - - - 8.0×102 2.9×103

1)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2)
-: Not detected (<10

2
).

Table 1-78. Changes in the growth of Streptococcus sp. and Enterococcus sp.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CFU/mL)

Storage 
period
(week)

Sample

01) 2.5 5 7.5 10 MF1) HTST1)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Strep. 
sp.

Enter. 
sp.

0 1.5×104 1.4×103 3.0×102  -2) - - - - - - - - - -

2 1.4×104 7.0×103 1.4×102 - - - - - - - - - - -

4 1.2×10
4

5.0×10
3

1.3×10
2 - - - - - - - - - - -

6 9.8×103 3.6×103 1.6×102 - - - - - - - - - - -

8 8.3×103 5.2×103 1.8×102 - - - - - - - - - - -

10 9.0×10
3

8.8×10
3

1.5×10
2 - - - - - - - - - - -

12 2.1×104 1.3×104 1.2×102 - - - - - - - - - - -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2)-: Not detected (<102).

Table 1-79. Proximate composition in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

Proximate composition
Sample

01) 2.5 5 7.5 10 MF1) HTST1)

 Moisture 66.1 66.0 65.7 65.9 66.0 65.9 66.0

Crude protein  6.3  6.5  6.5  6.4  6.3  6.2  6.4

 Crude lipid 0 0 0 0 0 0 0

 Crude ash 27.0 26.9 26.8 27.0 26.9 26.7 26.7
1)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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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0. Changes in pH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Storage period

(week)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0 5.85 5.84 5.86 5.87 5.89 5.88 5.89

2 5.88 5.90 5.95 6.00 5.99 5.95 5.95

4 5.96 5.93 5.95 5.95 5.97 5.95 5.96

6 5.96 5.98 5.90 5.91 5.92 5.95 5.92

8 5.97 5.90 5.91 5.91 5.91 5.93 5.91

10 5.99 5.90 5.91 5.92 5.92 5.93 5.92

12 6.03 5.95 5.95 5.95 5.94 5.97 5.96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저장 기간에 따른 멸치액젓의 pH 변화는 Table 1-80과 같으며, 각 시험구의 저장 초기 pH

는 5.84∼5.8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구의 경우 저장 초기의 pH는 5.85를 나타내었으

며, 저장 12주에는 6.03으로 저장 기간 동안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저장 기간 중 멸치

액젓의 pH증가는 미생물 증식에 의한 향으로 사료되며, 감마선 조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처리한 시험구의 경우 저장 기간 중 초기 pH수준으로부터 큰 변화가 없어 감마선 조사가 멸치

액젓의 pH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액젓 각 시험구의 초기 식염농도는 

24.25∼26.25%이었으며, 저장 기간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멸치액젓의 식염농도

는 살균처리방법에 의해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기간에 따른 멸치액젓의 각 시험구별 색도의 변화는 Figure 1-50과 같다. 명도(L, 

lightness)의 경우 감마선 조사 직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대조구는 4.83의 값을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사구는 6.68∼8.36의 범위의 값을 보 다. 정

여과 시험구는 여과에 의한 청징 효과로 인해 초기의 명도가 8.95로 높게 나타나, 10 kGy 

감마선 조사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 다. 반면,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명도가 3.92로 가장 낮

아 가열처리에 의해 색택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저장 기간 동안 명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저장 12주째의 대조구의 명도는 2.96, 감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한 시험구의 명도는 

3.05∼3.40으로 꾸준히 감소하 다. 또한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는 가열에 의한 색의 변화로 

인해 전체 저장 기간 동안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적색도(a, redness)의 경우, 저장 초기

에 대조구, 감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는 12.09∼14.01의 범위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감

마선 조사와 정 여과에 의해 적색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열살균 시험

구는 10.1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 중 모든 시험구의 적색도는 낮아지는 경

향을 보 는데,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저장 12주째에 5.85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시험구

와의 차이를 보 다. 황색도(b, yellowness)의 경우, 저장 초기 감마선 조사구는 각 선량별로 

4.67∼5.85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모든 시험구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저장 

기간 동안 모든 시험구에서 황색도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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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0. Changes in Hunter's value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저장 기간에 따른 멸치액젓의 각 시험구별 탁도 변화는 Table 1-81과 같다. 저장 초기에 

대조구의 탁도는 0.532, 감마선 조사구는 0.528∼0.539로 선량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 여과 시험구의 경우에는 0.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열살균 시험구의 탁도는 

0.584로 모든 시험구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가열공정이 외관적 품질변화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12주째에 대조구,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시험구 및 가열살균 시험

구는 각각 0.611, 0.588∼0.590, 0.553 및 0.658로 탁도가 증가하 는데, 이는 위의 색도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멸치액젓은 감마선 조사시 색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정 여과방법이 갖는 시설장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험구 및 대조구의 색이 점차적

으로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 는데, Lee 등
(114)

에 의하면 액젓류 및 간장은 저장 중 maillard 반

응으로 melanoidine이 생성되어 점차 색택이 어두워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멸치액젓의 

저장 기간 중 수반되는 색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15℃에서 6개월간 발효, 숙성된 멸치액젓을 감마선 조사, 정 여과 및 가열

살균 처리 후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1-83과 같다. 총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은 대조구가 4.50%, 감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는 각각 4.41∼4.56 및 4.49%로 시험구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열살균 시험구는 4.83%로 타 시험구에 비해 다소 증가된 

현상을 나타내었다. 유리아미노산의 조성변화는 모든 시험구에서 glutam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alanine, lysine, valine, tryptophan, proline 및 leucine 등의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Glutamic acid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가 각각 0.778∼0.824, 

0.764 및 0.738%로 대조구보다 증가하는 반면에 cystine 및 arginine 등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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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액젓 위생화 처리 후 15℃에서 12주간 저장하는 동안 아미노태질소, 휘발성 염기태질소 

및 trimethylamine의 함량변화를 조사한 결과 Table 1-84∼1-86과 같다. 저장초기 대조구의 아

미노태질소 함량은 1288.0 mg%를 나타내었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1219.5∼1246.0 mg%로 나타

나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 다. 정

여과 시험구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1201.0 mg%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열살균 시험구

는 1278.0 mg%로 대조구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 기간에 따라 아미노태질소의 함량

은 각 시험구별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대조구의 경우 저장 12주째에는 1325.3 mg%로 저

장 기간 중 그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및 가열 살균 시험구의 

경우 저장 12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안정된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1. Changes in turbidity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O.D. at 340 nm)

Storage period
(week)

Sample

01) 2.5 5 7.5 10 MF1) HTST1)

0 0.532 0.528 0.529 0.533 0.539 0.451 0.584

2 0.564 0.555 0.554 0.568 0.562 0.471 0.596

4 0.557 0.548 0.556 0.558 0.566 0.471 0.600

6 0.564 0.552 0.577 0.538 0.539 0.490 0.600

8 0.584 0.575 0.585 0.580 0.581 0.530 0.611

10 0.599 0.583 0.586 0.584 0.583 0.541 0.638

12 0.611 0.590 0.590 0.589 0.588 0.553 0.658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Table 1-82. Changes in viscosity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cP)

Storage period
(week)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0 4.12 4.14 4.14 4.14 4.16 3.92 4.15

2 4.14 4.15 4.14 4.16 4.17 3.91 4.16

4 4.14 4.15 4.15 4.15 4.16 3.92 4.18

6 4.23 4.15 4.14 4.15 4.16 3.93 4.19

8 4.25 4.16 4.15 4.16 4.15 3.91 4.18

10 4.29 4.18 4.15 4.16 4.17 3.92 4.19

12 4.34 4.19 4.15 4.16 4.17 3.93 4.20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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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3. Changes in free amino acids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by gamma 

irradiation

(unit: mg%)

Amino 
acid

Sample

01) 2.5 5 7.5 10 MF1) HTST1)

Cys   17.96   16.95   16.19   16.22   15.61   15.48   18.03

Asp   63.01   62.74   66.96   62.30   59.38   67.73   69.18

Glu  667.77  770.82  823.92  775.68  731.38  763.92  737.61

Asn   41.49   39.29   32.99   42.35   45.65   31.49   45.90

Ser  115.15   91.83   88.18   89.34   85.74   91.32  125.57

Gln   12.61   10.95    8.96    8.29    6.87    7.86   13.82

Gly  232.57  240.81  244.01  243.98  242.27  233.12  252.79

His  155.76  154.93  155.02  158.03  162.40  160.27  171.03

Arg   58.27   38.61   37.59   37.13   37.91   34.06   62.21

Thr  256.96  226.82  202.18  219.10  214.47  207.26  282.45

Ala  505.68  591.84  613.86  572.23  571.54  568.03  551.34

Pro  297.90  316.58  316.88  315.25  322.11  290.84  320.75

Tyr   41.39   38.66   37.20   38.87   37.76   38.01   43.60

Val  368.36  366.31  366.52  366.24  353.31  352.60  394.76

Met  152.43  128.91  120.47  125.03  123.63  145.51  160.38

Cys2
2)

  21.53   11.00   12.94   12.14   11.65   25.80   23.31

Ile  229.03  208.03  200.62  203.42  210.96  209.99  240.75

Leu  274.72  242.68  239.04  248.35  251.85  259.38  286.76

Phe  244.99  208.31  205.99  210.55  214.18  209.82  247.42

Trp  353.94  348.17  382.20  346.74  342.77  371.95  373.03

Lys  386.04  370.19  319.44  380.15  365.17  405.73  410.12

Total 4497.57 4484.43 4563.14 4471.40 4406.61 4490.15 4830.82

1)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2)
Cys2: Cystine, disulfide linkage of two Cysteines.

Table 1-84. Changes in amino nitrogen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mg%)

Storage period
(week)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0 1288.0 1246.0 1245.0 1230.0 1219.5 1201.0 1278.0

2 1290.3 1243.0 1241.9 1231.5 1221.0 1202.1 1276.5

4 1301.5 1245.5 1246.3 1228.0 1225.3 1209.3 1278.9

6 1312.3 1249.3 1248.1 1232.0 1229.1 1205.6 1281.3

8 1310.9 1248.6 1248.5 1233.7 1230.9 1207.3 1282.5

10 1321.6 1251.3 1248.3 1235.6 1233.0 1210.1 1285.1

12 1325.3 1252.9 1248.1 1240.1 1232.2 1210.5 1285.8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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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 변화는 정 여과 처리구가 다른 시험구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

으며 각 시험구가 106.55∼117.15 mg%로 전 저장 기간 동안 큰 차이가 없었다. 저장 초기의 

대조구와 가열살균 시험구의 trimethylamine(TMA) 함량은 5.58과 5.56 mg%로 나타났으며, 감

마선 조사구와 정 여과 시험구는 4.98∼5.22 mg%로 대조구보다 다소 낮은 함량을 보 다. 저

장 기간 동안 TMA 함량은 각 시험구별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115)

은 

저염 새우젓 제조시 최적숙성직전에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정미성분의 변화 없이 발효후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따라서 멸치액젓의 새로운 위생화 기술로서 감마선 조사기술을 적용한 경우, 액젓의 품질 

평가 지표성분
(113)

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태, 휘발성 염기태질소 및 trimethylamine 등과 같

은 정미성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5. Changes in volatile basic nitrogen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mg%)

Storage period
(week)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0 117.15 109.25 111.36 112.46 112.06 106.56 112.06

2 119.80 108.55 111.55 112.31 111.36 106.55 114.56

4 112.06 112.06 112.06 112.06 112.13 107.03 114.06

6 113.06 111.06 112.35 112.26 112.15 107.36 114.74

8 114.26 112.06 112.52 112.73 112.19 108.39 115.02

10 115.35 112.05 112.43 112.56 112.31 108.58 115.13

12 115.39 112.10 112.48 112.45 112.36 109.05 115.99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Table 1-86. Changes in trimethylamine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unit: mg%)

Storage period
(week)

Sample

01) 2.5 5 7.5 10 MF1) HTST1)

0 5.58 5.57 5.37 5.31 5.23 5.22 5.56

2 5.56 5.54 5.36 5.29 5.20 5.21 5.33

4 5.56 5.50 5.36 5.28 5.17 5.21 5.30

6 5.54 5.48 5.33 5.26 5.14 5.20 5.28

8 5.52 5.49 5.31 5.24 5.13 5.19 5.26

10 5.52 5.47 5.29 5.21 5.10 5.17 5.24

12 5.52 5.48 5.28 5.20 5.10 5.15 5.26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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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7. Comparison of relative concentration of the flavor components in various 

processing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Peak
No. Compound RT

1)
(min) RI

2)

mg/L

Gamma irradiation (kGy)
MF3) HTST3)

0 2.5 5 7.5 10

1 Acetaldehyde 5.042 702 0.140 0.045 1.023 1.145 1.378 0.391 0.303

2 Ethyl sec-butyl ether 5.358 734 0.011 0.007 0.014 -4) - - -

3 Dimethyl sulfide 5.586 757 0.109 0.126 0.064 0.153 - 0.031 0.030  

4 4-Methyl heptane 5.950 790 0.004 0.007 0.023 - - - -

5 Propanal 6.352 816 0.038 0.005 0.063 0.014 0.056 0.006 0.003 

6 2-Methyl propanal 6.529 825 0.271 0.045 0.106 0.125 - 0.004 0.047 

7 Ethyl Formate 6.626 830 0.418 0.730 0.616 1.570 0.116 0.305 0.353 

8 2-Methyl furan 7.492 871 0.028 0.018 0.021 0.021 - 0.004 0.013 

9 Butanal 7.628 877 0.048 0.041 0.049 0.110 - 0.006 0.018 

10 Ethyl acetate 7.950 891 3.894 3.330 4.814 10.731 1.403 3.099 2.655 

11 2-Butanone 8.286 904 0.092 0.044 0.134 0.054 0.059 0.019 0.142 

12 2-Methyl butanal 8.685 915 0.252 0.519 1.033 1.334 0.203 0.203 0.424 

13 3-Methyl butanal 8.822 919 1.011 1.728 2.174 5.626 0.858 1.220 1.490 

14 2-Propanol 9.351 933 0.409 0.240 0.454 0.145 14.290 0.122 0.503 

15 Ethanol 9.639 941 2.933 2.450 6.818 4.471 - 4.376 3.063 

16 3-Buten-2-one 9.874 947 0.121 0.122 0.074 0.339 0.059 0.022 0.036 

17 2-Ethyl furan 10.138 953 3.774 3.128 7.243 5.109 0.175 0.763 1.875 

18 2-Pentanone 10.842 970 0.008 0.238 1.343 0.012 1.358 0.175 0.277 

19 3-Methyl-3-Buten-2-one 11.625 987 0.007 0.010 0.015 0.014 - 0.004 0.007 

20 4-Methyl-2-pentanone 12.344 1002 0.028 0.026 0.053 0.244 - 0.004 0.008 

21 3-Penten-2-one 12.574 1007 0.048 0.041 0.063 0.244 0.079 0.004 0.026 

22 1-Penten-3-one 12.992 1016 0.894 0.519 0.916 2.414 0.469 0.550 0.438 

23 2-Butanol 13.428 1025 0.136 0.104 0.236 0.117 0.011 0.050 0.095 

24 2-Propyl furan 13.554 1027 0.216 0.201 0.387 0.209 0.011 0.037 0.084 

25 Ethyl 2-methylpropanoate 13.847 1033 0.128 0.098 0.241 0.146 - 0.037 0.009 

26 Propanol 14.107 1038 0.277 0.210 0.436 0.251 0.016 0.111 0.241 

27 S-Methyl thioacetate 14.406 1044 0.013 0.008 0.041 0.014 - 0.004 0.013 

28 2,3-Pentanedione 14.944 1054 0.070 0.043 0.154 0.110 0.031 0.033 0.076 

29 Dimethyl disulfide 15.799 1069 1.238 1.217 1.994 1.590 0.113 0.706 1.152 

30 Hexanal 16.317 1077 0.019 0.028 0.030 0.083 0.005 0.023 0.015 

31  2-Methyl-2-butenal 16.928 1087 0.063 0.048 0.158 0.054 0.005 0.079 0.094 

32  4-Methyl-1-penten-3-one 17.293 1093 0.042 0.023 0.038 0.079 0.005 0.021 0.020 

33  3-Pentanol 17.955 1104 0.276 0.199 0.598 0.128 0.431 0.033 0.126 

34  2-Propen-1-ol 18.217 1108 0.059 0.048 0.086 0.012 - 0.020 0.028 

35  4-Methyl-1-hepten-5-one 18.518 1113 0.013 0.023 0.030 0.012 0.005 0.004 0.007 

36  2-Pentanol 18.933 1121 1.396 1.170 3.704 2.526 1.835 0.590 1.046 

37  (E)-2-Pentenal 19.095 1123 0.172 0.135 0.362 0.235 0.031 0.074 0.198 

38  3-Ethyl-3-buten-2-one 19.370 1128 0.024 0.023 0.041 0.012 - 0.0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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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7. Continued

Peak

No.
Compound RT(min) RI

mg/L

Gamma irradiation (kGy)
MF HTST

0 2.5 5 7.5 10

39  Ethyl methyl disulfide 20.184 1141 0.090 0.070 0.172 0.088 0.042 0.020 0.036 

40  Butanol 20.381 1144 0.405 0.319 0.698 0.357 0.086 0.391 0.518 

41  1-Penten-3-ol 21.362 1159 1.217 0.948 2.150 1.281 0.344 0.339 0.627 

42  Pyridine 22.792 1180 0.207 0.237 0.336 0.348 0.063 0.150 0.159 

43  Allyl methacrylate 23.385 1188 0.019 0.018 0.026 0.037 - 0.004 0.014 

44  (Z)-3-Hexenal 23.650 1191 0.051 0.028 0.112 0.037 0.016 0.095 0.148 

45  2-Methyl-1-butanol 24.500 1203 0.013 0.022 0.032 0.039 - 0.004 0.010 

46  3-Methyl-1-butanol 24.591 1205 0.062 0.064 0.110 0.085 - 0.039 0.100 

47  3-Hexen-2-one 24.835 1209 0.089 0.085 0.151 0.096 - 0.028 0.065 

48  (E)-2-Hexenal 25.007 1211 0.061 0.054 0.118 0.081 0.016 0.029 0.073 

49  2-Methyl pyridine 25.292 1216 0.017 0.012 0.022 0.021 0.021 0.004 0.009 

50  Methyl propyl disulfide 25.997 1227 0.027 0.032 0.102 0.037 0.031 0.032 0.018 

51  3-Octanone 26.578 1236 0.060 0.075 0.072 0.209 0.011 0.028 0.021 

52  3-Hydroxy-3-methyl-2-butanone 26.756 1238 0.081 0.134 0.178 0.021 0.021 0.058 0.061 

53  Thiazole 27.299 1246 0.030 0.025 0.052 0.039 - 0.004 0.026 

54  Pentanol 27.547 1250 0.043 0.029 0.102 0.037 0.063 0.024 0.038 

55  Methyl 1-methylpropyl disulfide 28.173 1259 0.036 0.044 0.059 0.099 0.021 0.019 0.020 

56  3,4-Epoxy-2-pentanone 28.445 1263 0.048 0.054 0.337 0.039 0.063 0.071 0.098 

57  Methyl butyl disulfide 28.969 1270 0.024 0.036 0.058 0.106 0.021 0.004 0.013 

58  3-Hydroxy-2-butanone 29.650 1279 0.022 0.028 0.047 0.007 - 0.006 0.033 

59  2-Ethylpyridine 29.844 1282 0.020 0.019 0.026 0.012 0.031 0.011 0.010 

60  Limonene isomer 30.881 1296 0.309 0.315 0.455 0.430 0.274 0.128 0.133 

 I.S.5)  Butylbenzene 31.851 1310 4.300 4.300 - - - - 4.300 

61  2,5-Dimethylpyrazine 32.473 1320 0.231 0.250 0.404 0.039 0.187 0.325 0.471 

62  2,6-Dimethylpyrazine 32.908 1326 0.267 0.305 0.439 0.185 0.235 0.257 0.316 

63  3-Hydroxy-2-pentanone 33.698 1338 0.077 0.153 0.214 0.039 0.047 0.050 0.074 

64  1-Aziridineethanol 34.708 1353 0.004 0.013 0.030 0.039 0.039 0.006 -

65  Dipropyl disulfide 34.901 1356 0.154 0.154 0.203 0.069 0.005 0.006 0.049 

66  Dimethyl trisulfide 36.336 1376 1.023 0.713 0.957 2.106 1.916 0.949 0.516 

67  4-Ethylpyridine 36.628 1380 0.037 0.021 0.052 0.049 0.021 0.006 0.003 

68  Trimethyl pyrazine 38.196 1401 0.117 0.159 0.196 0.150 0.151 0.181 0.182 

69  Butyl (Z)-3-hexenonate 39.392 1421 0.013 0.013 0.022 0.007 0.015 0.004 0.006 

70  3-Ethyl-2,5-dimethyl pyrazine 40.925 1446 0.008 0.003 0.138 0.227 0.164 0.096 0.003 

71  Acetic acid 40.973 1447 0.993 0.915 0.663 1.340 0.682 0.313 0.643 

72  3-Methylthiopropanal 41.267 1452 0.010 0.015 0.348 0.007 - 0.788 0.201 

73  Furfural 41.783 1460 0.054 0.077 0.197 0.085 0.184 0.058 0.145 

74  (E,E)-2,4-Heptadienal 41.911 1462 0.074 0.085 0.103 0.103 0.112 0.018 0.003 

75  4-Mercapto-4-methylpentan-2-one 44.792 1506 0.365 0.246 0.485 0.976 0.449 0.156 0.109 

76  Pyrrole 45.340 1514 0.077 0.082 0.197 0.160 0.094 0.031 0.096 

77  Benzaldehyde 45.809 1522 0.310 0.388 0.505 0.344 0.227 0.7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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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7. Continued

Peak

No.
Compound RT(min) RI

2)

mg/L

Gamma irradiation (kGy)
MF HTST

0 2.5 5 7.5 10

78  Methyl thiobutanoate 46.166 1527 0.429 0.181 0.610 0.165 0.500 0.254 0.278 

79  Propanic acid 47.037 1540 0.018 0.048 0.088 0.085 0.063 0.031 0.026 

80  5-Methyl furfural 47.819 1552 - - - - - - 0.014

81  (E,E)-3,5-Octadien-2-one 48.978 1569  0.125  0.181  0.197  0.292  0.210  0.153  0.090 

82  Dimethyl sulfoxide 49.717 1579  0.233  0.284  0.100  1.258  0.011  0.273  0.150 

83  1,2-propanediol 50.440 1589  0.308  0.432  0.716  1.152  1.331  0.672  0.529 

84  1-(Methylthio)-3-pentanone 50.699 1593  0.536  0.280  0.713  0.639  0.920  0.309  0.185 

85  Butanoic acid 52.822 1627  0.042  0.347  0.187  0.075  0.231  0.587  0.140 

86  3,3,5-Trimethyl-1-cyclohexane 53.150 1633  0.054  0.037  0.112  0.145  0.031  0.004  0.009 

87  2-Acetylthiazole 53.748 1643  0.034  0.049  0.048  0.033  0.107  0.105  0.058 

88  Acetophenone 53.950 1646  0.012  0.054  0.049  0.111  0.048  0.087  0.013 

89  Acetaldehyde dimethyl thioacetal 54.191 1650  0.065  0.046  0.030  0.061  0.021 -  0.014 

90  Furfuryl alcohol 54.585 1656  1.447  3.403  3.948  1.231  4.797  3.485  2.219 

91  5-Methyl-4-hepten-3-one 54.839 1660  0.319  0.522  0.585  0.439  0.730  0.203  0.155 

92  Methyl thiol nor-heptanoate 55.184 1666  0.076  0.088  0.098  0.052  0.109  0.147  0.043 

93  3-Methyl butanoic acid 55.383 1669  0.064  0.186  0.205  0.543  0.111  0.145  0.104 

94  Cyclohexyl methyl sulfide 56.351 1684  0.111  0.118  0.237  0.246  0.630  0.183  0.061 

95  3-Thiophenecarboxaldehyde 56.540 1687  0.035  0.048  0.051  0.045  0.031  0.042  0.024 

96  γ-Hexalactone 57.113 1696  0.045  0.117  0.103  0.045  0.128  0.102  0.050 

97  3,6-Dimethyl-6-formyl-5,6-dihydropyran 57.808 1709  0.496  0.698  0.846  0.836  1.122  0.284  0.167 

98  3-(Methylhio)-1-propanol 58.113 1715  0.043  0.057  0.121  0.147  0.094  0.090  0.045 

99  Phenyl propanone 58.392 1720  0.025  0.008  0.097  0.091  0.031  0.015  0.011 

100  2,6-Dimethyl-4-hepten-3-one 60.156 1754  0.032  0.061  0.043  0.033  0.060  0.030  0.015 

101  4-Hydroxy-2-hexenoic acid lactone 60.322 1757  0.104  0.298  0.249  0.186  0.321  0.193  0.103 

102  Acetamide 60.663 1763  0.096  0.091  0.112  0.265  0.335  0.049  0.021 

103  N-Benzylidenepropylamine 61.400 1777  0.051  0.059  0.090  0.216  0.118  0.111  0.031 

104  1-Phenyl-1-butanone 62.265 1792  0.142  0.187  0.230  0.415  0.326  0.236  0.072 

105  (E)-2-Decen-1-ol 64.061 1833  0.054  0.049  0.063  0.083  0.326  0.064  0.009 

106  N-(3-Methylbutyl)acetamide 65.458 1866  0.107  0.128  0.097  0.540  0.100  0.059  0.060 

107  2,4,4,-Trimethylpentane-1,3-dioldiisobutyrate 65.879 1875  0.148  0.171  0.260  0.921  0.378  0.438  0.098 

108  Phenethyl alcohol 67.386 1912  0.041  0.077  0.086  0.135  0.141  0.170  0.040 

109  2-Hydroxy-2-methyl propanoic acid 67.561 1918  0.030  0.046  0.060  0.139  0.198  0.119  0.025 

110  2-Phenyl-2-butenal 68.090 1933  0.030  0.059  0.091  0.205  0.144  0.128  0.040 

111  1-Cyclohexyl-1-butanone 69.909 1984  0.028  0.037  0.058  0.085  0.076  0.023  0.017 

Total 30.805 31.684 56.797 59.798 42.433 27.376 25.249

1)Retention time. 2)Retention index. 3)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4)
-: Not detected. 

5)
I. S.: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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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8. Relative concentration by functional groups of volatile flavor components in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unit: mg/L)

Functional Group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Alcohols  9.123  9.834 20.388 12.236 23.804 10.586  9.237

Aldehydes  2.704  3.394  6.553  9.694  3.287  3.877  3.608

Esters  6.285  6.179  7.931 15.825  3.806  5.487  4.407

Ethers  0.011  0.007  0.014 -
2)

- - -

Ketones  3.457  3.632  6.669  7.257  5.506  2.594  2.226

N-Containg compounds  0.904  1.006  1.613  1.031  0.873  1.030  1.153

S-Containg compounds  3.109  2.868  4.046  5.824  2.897  2.332  2.129

Furans  4.018  3.347  7.651  5.339  0.186  0.804  1.972

The others  1.194  1.417  1.932  2.592  2.074  0.666  0.517

Total 30.805 31.684 56.797 59.798 42.433 27.376 25.249

1)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2)
-: Not detected.

   멸치액젓의 감마선 조사와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처리 후 SDE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휘

발성 향기성분을 분석, 분리, 동정한 결과는 Table 1-87과 같다. 이때 표준물질로 첨가한 

n-butylbenzene과 각 화합물의 peak area%를 비교하여 정량한 결과, 향기성분의 총량은 대

조구 경우 30.805 mg/L이 함유되어 있었고 2.5∼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멸치액젓의 향기

성분 총량은 각각 31.684 mg/L, 56.797 mg/L, 59.798 mg/L 및 42.433 mg/L이었으며 정 여

과 시험구의 향기성분 총량은 27.376 mg/L, 가열살균 시험구의 향기성분 총량은 25.249 

mg/L이 함유되어 있었다.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의 향기성분 총량을 

비교해 보면 대조구와 2.5 kGy의 감마선 조사구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5∼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대조구에 비하여 37.7∼94.1% 가량 증가하 으며 7.5 kGy까지는 다량 

증가하 고 10 kGy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대조구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구의 향기성분이 증가한 이유는 감마선 조사시 

물과 결합되어 있던 분자들이 radical을 형성하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많은 양의 휘발성 

성분들이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에서 분리, 

동정한 화합물은 대조구,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111종, 7.5 kGy 감마선 조사

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108종, 10 kGy 가마선 조사구에서는 90종의 화합물

이 분리, 동정되었다. 

   각 시험구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작용기에 따라 분류해 보면 Table 1-88과 같다. 대조구

에서 분리, 동정된 111종의 휘발성 향기성분 중 ethanol과 1-penten-3-ol을 포함한 18종의 

alcohol류가 9.123 mg/L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ethyl acetate를 포함한 14종의 

ester류와 3종의 furan류, 28종의 ketone류, 12종의 황함유화합물류 및 19종의 aldehyde류가 

각각 6.285, 4.018, 3.457, 3.109 및 2.704 mg/L를 차지하 다. 그밖에 8종의 질소함유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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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의 ether류와 8종의 화합물이 각각 0.904, 0.011 및 1.195 mg/L를 함유하 다. 그러나 

alcohol류의 경우 5 및 10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20.388 및 23.804 mg/L로 두 배 이상 높

게 나타났으며, aldehyde류의 경우에는 5 및 7.5 kGy 감마선 조사구가 6.553 및 9.694 mg/L로 

대조구에 비해 세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ketone류는 5, 7.5 및 10 kGy감마선 조사구, 황 

함유화합물류 및 furan류는 5 및 7.5 kGy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는 대조구와 거의 유사한 작용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멸치액젓의 향기변화를 전자코 시스템에 의해 측정한 결과는  Figure 

1-51과 같다. 전자코 시스템의 각 센서에서 측정된 data는 반응의 패턴 또는 시료의 패턴을 대

표하는 fingerprint를 나타내며, 서로 다른 시료에 대한 패턴을 통해 시료의 향기가 다르다 또

는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16)

. 멸치액젓에 5 및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대조구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 향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코 시스템측정에 의한 

group이 각각 다른 패턴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시료와 대조구를 구별 할 수 있었으며, 감마

선 조사선량에 의해서도 다른 group이 형성되는 패턴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능검사에서 감마선 

조사구의 향이 대조구, 정 여과 및 가열살균 시험구보다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추어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멸치액젓의 비린 냄새가 없어지는 개선효과 등이 나타나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전자코 시스템 측정에 의해 감마선 조사구를 대조구와 구분할 수 있

었으며 각 조사선량에 의한 차이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감마선 조사된 

멸치액젓의 검지(detection)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전자코 분석에 의해 

나타난 냄새성분의 차이는 GC/MS에 의한 향기성분 분석 및 관능적 평가와 함께 그 상관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GC/MS에 의한 감마선 조사구의 향기성분 변화와 

연계하여 전자코 시스템에서의 서로 다른 냄새패턴을 보인 변화를 바탕으로 향기성분 및 냄새

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전자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 생산라인에

서 액젓의 품질 평가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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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9. Changes in sensory evaluation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during 

storage at 15℃

Storage 
period
(week)

Sensory parameter
Sample

0
1)

2.5 5 7.5 10 MF
1)

HTST
1)

0

Color  3.00
b2)

 3.33
ab

3.83
a

3.50
a

 3.33
ab

3.80
a

2.17
c

Flavor 3.33
a

3.67
a

3.33
a

 3.17
ab

3.00
b

3.75
a

 3.17
ab

Taste 3.65ab 4.00a 3.75a 3.75a 3.50ab 3.65a 2.50b

Overall acceptance 3.25
b

4.00
a

3.75
a

3.25
b

3.50
ab

3.75
a

1.75
c

6

Color 2.95
b

 3.40
ab

3.75
a

3.52
ab

3.28
ab

3.82
a

1.93
c

Flavor  3.15ab 3.56a 3.42a 3.43a 3.11ab 3.63a 3.02b

Taste  3.32
ab

3.75
a

3.68
a

3.66
a

3.50
a

3.72
a

2.59
b

Overall acceptance 3.00
b

3.82
a

3.77
a

3.20
ab

3.33
ab

3.72
a

1.66
c

12

Color 3.00b 3.25ab 3.62a 3.43ab 3.25ab 3.67a 1.72c

Flavor 2.95
b

3.54
a

3.45
a

3.26
a

3.20
a

3.54
a

2.86
b

Taste 3.30
b

3.60
ab

3.72
a

3.47
b

3.50
ab

3.46
b

2.36
c

Overall acceptance 3.04b 3.55a 3.75a 3.40ab 3.25b 3.50ab 1.23c

1)
Gamma irradiation dose(unit: kGy), MF: Microfiltration,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2)
Mean value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alphabet in same row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저장 기간에 따른 멸치액젓 각 시험구의 관능적 품질 변화는 Table 1-89와 같다. 색(color)

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보 는데 저장 초기에 5 kGy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를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감마선 조사구들도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관능적 

외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 저장 6주

째에도 5 kGy 감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 12주

째까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정 여과한 멸치액젓의 경우 청징 효과 등에 의한 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선

호되었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멸치액젓의 살균시 색택 개선 효과로 인하여 관능적으로 우

수한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된 기계적 색도 측정결과

와도 잘 일치되었다. 향(flavor)의 경우 저장 초기에는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대조구 

및 정 여과 시험구와 함께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저장 6주 및 12주째에도 감

마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에는 저장 기간 동안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대조구 

및 가열살균 시험구보다 액젓 특유의 비린 냄새가 감소되어 감마선 조사가 풍미향상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C/MS 및 전자코를 이용한 향기성분의 분석에

서 감마선 조사구와 각 시험구 간의 향기성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과도 관련해 볼 때 

관능적 품질특성 중 향에 있어서 다른 시험구들과 비교해 풍미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맛(taste)의 경우 저장 초기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 으며, 가열살균 시험구는 맛의 관능적 품질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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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저장 6주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 으며, 저장 12주째에는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nce)의 경우 저장 초기 2.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열살균 시험구의 경우 다른 관능적 평가항

목들의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저장 6주째에도 2.5, 5 kGy 감마

선 조사구 및 정 여과 시험구가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 으며, 저장 12주째에도 2.5 및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멸치액젓에 감마선 조사는 관능적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장 기간 동안에도 그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 

kGy 감마선 조사는 멸치액젓의 관능적 품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멸치액젓의 새로운 비가열 살균처리기술이 도

입된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상업적 대규모 생산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Figur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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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2. Schematic processing procedure of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using 

a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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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산 냉장/냉동식품의 위생화, 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1) 과메기 

   본 시험에 사용한 꽁치과메기의 일반성분, 수분활성도, NaCl 햠량 및 pH는 Table 1-90과 

같다. Oh 등
(53)

은 건조 전 꽁치의 수분함량은 약 67% 정도로 건조기간 중 계속 감소하여 15일

째 약 38.8% 정도로 감소한다고 하 다. 본 실험의 경우 수분 함량은 34.5% 정도로 낮게 나타

났으며,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함량은 조금씩 증가하여 각각 19.12%, 29.85% 및 

2.23%로 나타났다. 또한, 꽁치과메기의 수분활성도는 0.94 이었으며, NaCl 함량과 pH는 각각 

2.1% 와 6.3으로 반 건조식품 특성상 건조식품에 비해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감마선 조사직후 일반성분, 수분활성도, NaCl 함량 및 pH는 감마선 조사선

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료로 사용된 꽁치과메기의 미생물 오염정도는 총균수가 약 2.8×10
4
 CFU/g이었으며, 선택

배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및 Leuconostoc 속과 같은 그람양성 

산생성 구균들과 Pseudomonas 속으로 추정되는 미생물이 각각 5.8×10
3
과 8.0×10

3
 CFU/g으로 

과메기에 존재하는 주요 미생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4.2×10
2 
CFU/g으로 꽁치과메기의 제

조가 작업 환경이 청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almonella와 

Shigella 속으로 추정되는 미생물 또한 2.8×10
2 
CFU/g으로 과메기의 제조 및 취급이 부적절할 

경우 과메기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91). 한편,  Listeria 및 Vibrio 속으로 추정되는 균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직후 

오염 미생물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균수는 3, 5,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각각 1.2×10
3
, 2.2×10

2 
및 3.1×10

1 
CFU/g으로 나타났으며, 10 kGy 조

사선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10
1 
CFU/g). 그람양성 산생성 구균의 경우 3 kGy와 5 kGy

로 조사된 시료가 각각 2.5×10
2
과 1.8×10

1 
CFU/g으로 감소하 으며, 7 kGy와 10 kGy 조사구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Pseudomonas 속, 대장균군 및 Salmonella와 Shigella 속으로 

추정되는 균주들은 3 kGy 감마선 조사시 각각 1.5×10
1
, 1.3×10

2
 및 1.7×10

1
 CFU/g으로 감소하

으며, 이들은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1-90. Proximate composition, NaCl content, water activity and pH of 

gamma-irradiated Kwamegi

Dose

(kGy)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Lipid

(%)

Ash

(%)
Aw

Salinity

(%)
pH

0 34.52±1.33 19.12±0.92 29.85±1.05 2.23±0.11 0.94±0.02 2.15±0.25 6.33±0.15

3 35.31±1.84 18.98±1.33 30.15±1.54 2.19±0.23 0.96±0.02 2.05±0.16 6.47±0.14

5 34.96±1.45 19.05±0.88 29.74±0.94 2.34±0.09 0.94±0.01 2.08±0.19 6.49±0.11

7 34.13±1.66 19.79±1.52 28.88±1.12 2.11±0.16 0.94±0.02 2.11±0.17 6.25±0.08

10 35.04±1.94 19.59±1.11 30.31±1.27 2.45±0.21 0.95±0.02 1.94±0.20 6.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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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1. Growth of microorganisms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CFU/g)

Microorganisms
Dose 
(kGy)

Storage periods (days)

0 10 20 30 40 50 60

Pseudomonas spp.
0 8.0×10

3
2.2×10

3
4.0×10

2
1.3×10

3
1.3×10

4
1.4×10

5
7.5×10

4

3 1.5×101 3.8×101 5.5×101 4.2×102 1.7×102 3.5×102 2.6×103

Coliform group
0 4.2×10

2
2.3×10

2
4.0×10

2
5.0×10

2
7.6×10

3
9.6×10

4
1.1×10

5

3 1.3×10
2

ND
1)

ND ND ND ND ND

Salmonella and
Shigella spp.

0 2.8×102 3.0×102 6.0×102 1.0×102 3.1×103 1.61×104 3.0×102

3 1.7×101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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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3. Changes in total viable cells(A) and gram positive acid producing bacteria(B) 

of Kwamegi during storage at 5℃.

   감마선 조사후 5℃와 15℃ 온도에서 저장동안 총균수 및 미생물의 생육변화는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하고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생육이 저해되었다. 5℃ 저장의 경우 비조사

구의 총균수는 저장 20일 경에 7 log cycle까지 증가하여 저장 30일부터는 9 log cycle 이상을 

유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제조․판매되고 있는 꽁치과메기의 위생적 품질기준을 미생물

적인 측면에서 볼 때 냉장유통(5℃)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품질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

낸다. 감마선 조사된 꽁치과메기의 총균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비조사구에 비해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 kGy 조사구는 저장 60일까지 꽁치과메기의 초기 미생물수

와 비슷한 4 log cycle 정도 생육하 으며, 10 kGy 조사구는 저장 60일까지도 이보다 낮은 3 

log 이하로 나타났다. 그램양성 산생성 구균은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30일 경부터 8 lo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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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생육하여 꽁치과메기에 존재하는 주요 미생물들로 확인되었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도 감

마선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균주들이 생육하 으나, 비조사구에 비해 생육이 억제

되었다. 또한, Pseudomonas 속으로 추정되는 미생물들은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2-5 

log 정도 생육하 고, 3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1-3 log 정도로 나타났으며, 5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장균군 및 Salmonella와 

Shigella 속의 균주로 추정되는 미생물들은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60일 까지 각각 최고 5와 4 

log 까지 생육하 으나,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저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아 이

들 균주들은 방사선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꽁치과메기를 15℃에 저장한 경우도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여 미생물의 생육정도가 저

하되었으나, 5℃ 저장에 비해 감마선 조사가 미생물의 생육억제에 미치는 향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조사구를 포함한 7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구의 총균수는 저장초기부터 급

격히 증가하 는데, 비조사구와 3 kGy 조사구는 저장 5일부터 7 log 이상 증식하 으며, 5 

kGy와 7 kGy 조사구는 각각 10일과 20일부터 7 log cycle 이상을 유지하 다. 그러나, 10 kGy 

조사구의 경우 저장 10일까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다가 20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저장 40

일에 초기 꽁치과메기의 미생물수와 비슷한 4 log cycle 정도 생육하 다. 그람양성 산생성 구

균은 15℃ 저장 조건에서도 꽁치과메기의 주요한 미생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kGy 조사구

의 경우에도 저장 40일 째에 생육이 확인되었다. 한편, Pseudomonas 속으로 추정되는 미생물

들은 비조사구와 3 kGy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여 40일째 각각 7과 

3 log cycle까지 생육하 고, 5 kGy 감마선 조사구도 저장 30일째 최고 4 log cycle까지 생육

하 으나, 7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생육하지 않았다(Tabl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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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4. Changes in total viable cells(A) and gram positive acid producing bacteria(B) 

of Kwamegi during storage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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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2. Growth of microorganisms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15℃   

                                                                        (unit: CFU/g)

Microorganisms
Dose 
(kGy)

Storage periods (days)

0 5 10 20 30 40

Pseudomonas spp.

0 8.0×10
3

1.2×10
6

4.0×10
5

9.3×10
4

2.3×10
6

3.8×10
7

3 1.5×101 4.1×102 2.0×103 3.4×105 2.5×105 7.2×105

5 ND
1)

1.4×10
1

4.5×10
2

2.1×10
3

6.6×10
4

3.1×10
3

Coliform group

0 4.2×10
2

5.0×10
3

2.3×10
5

1.8×10
5

5.0×10
4

4.6×10
5

3 1.3×102 5.3×103 6.9×103 1.2×105 3.8×105 2.2×105

5 ND 7.0×10
2

8.1×10
2

1.9×10
4

3.2×10
5

2.4×10
4

Salmonella and
Shigella spp.

0 2.8×10
2

2.5×10
3

1.4×10
4

2.9×10
4

4.0×10
4

2.3×10
4

3 1.7×101 3.5×102 2.6×103 8.2×102 3.7×103 4.2×103

1)
ND indicates not-detected.

또한, 대장균군도 비조사구를 포함한 5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구에서 저장동안 2-5 log 정도 

생육하 으나, 7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Salmonella와 Shigella 

속의 균주로 추정되는 미생물들은 비조사구와 3 kGy 감마선 조사구에서 2-4 log 정도 생육하

으나,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저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꽁치과메기는 미생물학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저장성이 매우 낮

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꽁치과메기의 위생화 및 저장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방법도 마련되

지 않은 시점에서 꽁치과메기의 위생화를 위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감마

선 조사기술은 제품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며 미생물의 살균이 가능한 방법으로 꽁치과메기를 

포함한 건조․반건조 식품의 위생화에 아주 효과적이며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도
(117-121)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병원성 미생물로 추정되는 균주들도 검출되고 있어 부

적절한 취급시 식중독 유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이들 병원성 균주

들을 포함한 꽁치과메기와 관련된 미생물의 동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마선 조사직 후 VBN는 47∼51 mg%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중 VBN의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 초기에는 별 차이 없이 반응

을 보이다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저장 

중 VBN의 증가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직 후 TMA 함량은 2.85∼3.31 

mg%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중 TMA의 함

량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향은 저장초기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VBN의 경우에

서와 같이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여 TMA 생성이 억제되었다. 일반

적으로 VBN과 TMA 등은 신선어류나 육류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며, 식품의 신

선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감마선 조사된 과메기에서 미생물이 감소됨에 따라
(56)

 

VBN과 TMA의 생성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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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5. Changes of volatile basic nitrogen(A) and trimethylamine(B) content of 

gamma-irradi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감마선 조사된 과메기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1-93에 나타냈다. 향미를 제외한 모든 평

가항목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관능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향미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인 우위를 나타냈는데, 평가요원들은 감마선 조사구에

서 생선 특유의 이취(비린냄새)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하 다. 저장 60일의 비조사구는 조사구에 

비해 전체적인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VBN과 TMA의 증가와 조직의 연화가 과메기의 

품질을 열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평가 결과 과메기의 독특한 풍미는 일반적인 어류에서

보다 약간 높은 VBN과 TMA 함량에서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나, 제품내 VBN과 TMA의 과도

한 함량은 오히려 품질을 열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54)

, 건조 후 완제품에 대한 적절한 생성 

억제방법이 필요하다
(122)

. Lee 등
(110)

은 VBN과 TMA함량이 증가할수록 관능검사 점수가 낮아

져 품질에 안 좋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과메기를 감마선 조사 후 냉장 저장하면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23)

. 

Table 1-93.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Day
Dose

(kGy)
Color Taste Flavor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0

0 3.7a 3.1a 3.0a 3.6a 3.5a

3 3.8a 3.2a 3.5b 3.7a 3.6a

5 3.7a 3.0a 3.6b 3.7a 3.5a

60

0 3.1b 2.4b 2.7b 2.9b 2.6b

3 3.6a 3.0a 3.3a 3.4a 3.3a

5 3.6a 3.3a 3.3a 3.6a 3.4a

a, bMeans within a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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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4. Thiobarbituric acid values (OD value at 538 nm) of gamma-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Dose

(kGy)

Storage periods (day)

0 10 20 30 40 50 60

0 0.458 0.529 0.664 0.712 0.814 0.987 1.089

3 0.486 0.588 0.635 0.697 0.811 0.934 1.141

5 0.520 0.558 0.666 0.725 0.789 0.972 1.095

Table 1-95. Major volatile flavor components and their contents (mg/kg) of 

gamma-irradiated Kwamegi

Peak1)
Retention 
time (min)

Components
Irradition dose (kGy)

0 3 5

 1  7.940 Ethyl acetate 5.112a 2.793b 3.166b

 2  9.559 Ethanol 6.808a 2.414b 3.031b

 3 10.021 2-Ethyl furan 4.067a 2.651b 2.489b

 4 16.152 Hexanal 4.829a 4.355a 3.585b

 5 18.893 (E)-2-Pentenal 2.893a 2.067b 1.639c

 6 21.105 1-Penten-3-ol 4.350a 2.572b 2.131b

 7 24.792 (E)-2-Hexenal 4.829a 4.103b 2.760c

 8 26.402 (Z)-4-Heptenal 2.132a 1.957a 1.589b

 9 30.603 Limonene isomer 3.089a 2.130b 1.589c

10 31.466 Butylbenzene 8.592a 8.600a 8.599a

11 32.07 (Z)-2-Penten-1-ol 2.327a 1.546b 1.220c

12 40.694 Acetic acid 2.523a 1.578b 1.737b

13 40.926 7-Octen-4-ol 2.958a 1.373b 1.429b

14 43.230 2-Ethylhexanol 3.132a 1.673b 1.762b

15 43.673 (E,E)-2,4-Heptadienal 7.743a 6.344b 3.524c

16 46.415 (E)-2-Nonenal 1.349a 0.978b 0.665b

17 48.674 (E,E)-3,5-Octadien-2-one 2.828a 1.957b 1.848b

18 49.689 (E,E)-2,6-Nonadienal 6.221a 4.403b 3.240c

19 53.252 (E)-2-Decenal 2.262a 2.272a 1.368b

20 54.999 Pristane 7.439a 12.876b 3.314c

21 56.002 1,2,5,6-Diepoxycyclooctane 1.218a 0.521b 0.591b

22 57.863 2,3-Dihydro-2,5-dimethyl furan 1.153a 0.710b 0.825b

23 62.650 (E,E)-2,4-Decadienal 2.023a 0.894b 0.973b

24 63.833 (E)-2-Decen-1-ol 4.198a 2.193b 2.723b

25 68.893 2-Butylidene-bicyclo[2.2.1]heptane 2.153a 2.004a 0.961b

26 73.365 Acetoveratone 1.631a 0.268b 0.973c

Total amount of volatile compounds
2) 163.423a 131.188b 101.629c

a-cMeans with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1)
Peak indicates main peaks detected in GC/MC.

2)
Total amount of volatile compounds was calculated with all peak detected in a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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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6. Shear force and total working force for shearing of gamma-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Day
Irradiation dose (kGy)

0 3 5

Shear force (Kg)
 0 2.72a 2.68a 2.65a

60 2.32bx 2.43abxy 2.54ay

Total working force of shearing 

(N/mms)

 0 5.84a 5.85a 5.79a

60 4.94bx 5.34by 5.73a

a, bMeans within a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x, y

Means with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과메기의 감마선 조사와 저장 중의 TBA가의 변화는 Table 1-94와 같다. 과메기를 진공포

장하여 냉장보관하 으나,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BA가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처리구별 저장 중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메기에 대

한 감마선 조사는 TBA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가 과메기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미치는 향을 GC와 GC/MS를 사용하여 분석

하 을 때, 과메기의 휘발성 향기성분은 160여개로 검출되었고, 그 중 비조사구를 기준으로 1 

mg/kg 이상 검출된 향기성분을 과메기의 주요한 휘발성 향기성분으로 정하여 검사한 결과 26

개의 성분이 1 mg/kg 이상의 함량을 나타냈고 휘발성 향기성분의 함량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95). 그 중 ethyl acetate, ethanol, 2-ethyl furan, hexanal, 

1-penten-3-ol, Limonene isomer, (Z)-2-penten-1-ol, acetic acid, 7-octen-4-ol, 

2-ethylhexanol, (E, E)-2, 4-heptadienal, (E)-2-Nonenal, (E, E)-2,6-nondienal, 1,2-ethanediol, 

furfuryl alcohol, (E)-2-decen-1-ol, thuyl alcohol 등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관능평가에서 나타난 풍미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감마선 조

사에 의해 감소되는 향기성분들이 생선 특유의 비린냄새와 관련된 물질
(54,58)

로서 감마선 조사

에 의해 이 물질들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과메기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관능평가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과메기 고유의 

향미의 손실이나 새로운 향미의 생성이 관찰되지 않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과메기의 휘발성 

향기성분의 변화는 관능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마선 조사가 과메기의 물성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96). 저

장 60일째 측정한 물성변화에서도 감마선 조사구는 조사직후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비

조사구는 전단력의 약화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과메기를 냉장저장하여도 물성에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으며, 미생물의 생육
(110)

 및 과메기에 있는 다양한 단백분해 효소들의 작용이 육

질을 연화시킨다고 사료되나
(117,121)

, 반건조 어육의 연도와 저장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 152 -

  (2) 반건조 오징어(피데기)

   본 시험에 사용한 반건조 오징어의 일반성분, 수분활성도 및 pH는 Table 1-97과 같다. 수

분 함량은 40.5% 정도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 함량은 각각 

19.5%, 28.43% 및 2.34%로 나타났다. 반건조 오징어의 수분활성도는 0.93이었으며, pH는 6.1로 

식품특성상 건조식품에 비해 미생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마선 

조사직후 일반성분, 수분활성도 및 pH는 감마선 조사에 향을 받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반건조 오징어의 포장구별 저장 중 미생물 생육변화를 Figure 1-56에 

나타냈다. 시료로 사용된 반건조 오징어의 초기 미생물 오염정도는 총균수가 약 4.4×10
3
 

CFU/g이었으며, 포장방법을 다르게 한 후 감마선 조사한 반건조 오징어의 저장 중 미생물 생

육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97. Proximate composition, water activity and pH of gamma-irradiated semi-dried 

squid 

Dose

(kGy)

Proximate composition (%)
Aw pH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Ash

0 40.5±1.2
1)

19.5±0.4 28.4±1.0 2.3±0.4 0.93±0.03 6.11±0.12

3 41.3±1.3 19.8±1.5 29.4±1.0 2.1±0.7 0.92±0.04 6.13±0.15

5 41.4±1.5 18.9±1.8 30.2±1.2 2.4±0.4 0.93±0.02 6.15±0.13

7 40.3±1.9 19.7±0.9 29.4±1.0 2.3±0.7 0.94±0.03 6.34±0.11

1)Meam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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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6. Changes in total viable cells of gamma-irradiated semi-dried squid with 

vacuum (left) and aerobic (right) packaging and storage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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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직후 진공포장된 반건조 오징어의 총균수는 3, 5,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각각 2.9×10
2
, 2.5×10

2
, 1.1×10

2
 CFU/g으로 나타났으며, 비조사구에서는 1.3×10

3
 CFU/g이었다. 

비조사구는 저장 3주에 이미 6 log cycle까지 증가하 으며, 저장 6주에는 7 log cycle 이상을 

유지하 다. 3 kGy 조사구에서도 저장 3주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6 log cycle까지 증가하

으며, 저장 9주에는 7 log cycle을 나타냈다. 진공포장된 반건조 오징어의 총균수감소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D10 값은 2.53 kGy이었다. 함기포장구의 경우 감마선 조사 직후 총균수는 3, 5,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각각 2.5×10
2
, 1.5×10

2
, 1.25×10

2
 CFU/g으로 나타났으며, 비조사구에

서는 7.6×10
3
 CFU/g이었다. 비조사구는 저장 3주 이후에 6 log cycle까지 증가하 으며, 저장 

6주 이후에 7 log cycle을 유지하 다. 3, 5, 7 kGy 조사구에서는 저장 7일 이후부터 급격히 증

가하여 저장 5주 이후부터는 5 log cycle 정도를 나타냈으며, 이때 D10 값은 2.39 kGy이었다. 

   선택배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곰팡이와 효모가 반건조 오징어에서 주요 오염미생물로 나타

났다(Table 1-98). 함기포장에서 곰팡이는 저장 2주에 1.6×10
1
 CFU/g, 9주에 1.8×10

3
 CFU/g이

었고, 진공포장에서는 저장 4주 이후에 나타났는데, 저장 9주에는 1.0×10
2
 CFU/g으로 나타나, 

장기간의 냉장저장에서도 곰팡이의 생육으로 상품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120)

, 

진공포장은 함기포장에 비해서 1 - 2 log cycle정도 적게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발

견되지 않았다. 함기포장에서 효모는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1주에 7.8×10
2
 CFU/g, 저장 9주에

는 3.2×10
5
 CFU/g으로 나타났다. 진공포장구에서는 저장 9주에 1.1×10

5
 CFU/g로 포장방법에 

의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7 kGy 조사구를 보면 함기포장구에서는 저장 초기에는 발견

되지 않다가 저장 6주에 1.6×10
2
 CFU/g정도로 나타났으며, 진공포장구에서는 저장 9주에 

2.3×10
1
 CFU/g이 발견되어 반건조 오징어에 오염된 효모의 완전사멸을 위해서는 7 kGy 이상

의 선량이 요구되었다.

Table 1-98. Growth of mold in irradiated semi-dried squid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storage at 10℃  

                                                                         (unit : CFU/g)

Packaging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day)

0 7 14 21 28 35 42 63

Aerobic

0 ND
1)

ND 1.6×10
1

3.2×10
1

7.1×10
1

3.4×10
2

7.2×10
2

1.8×10
3

3 ND ND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ND ND

Vaccum

0 ND ND ND ND 1.2×101 2.5×101 6.3×101 1.0×102

3 ND ND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ND ND

1)
ND indicates 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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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9. Growth of yeast in irradiated semi-dried squid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storage at 10℃                                                             

(unit : CFU/g)

Packaging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day)

0 7 14 21 28 35 42 63

Aerobic

0 ND
1)

7.8×10
2

8.0×10
3

1.5×10
4

3.1×10
4

5.2×10
4

1.0×10
5

3.2×10
5

3 ND ND ND 1.0×102 2.2×102 7.0×102 1.0×103 1.2×104

5 ND ND ND 8.5×10
1

1.4×10
2

5.2×10
2

8.3×10
2

1.8×10
3

7 ND ND ND ND ND ND 1.6×10
2

3.0×10
2

Vaccum

0 3.0×101 4.7×101 3.0×102 3.7×102 9.4×103 4.0×104 4.6×104 1.1×105

3 ND ND ND 4.0×10
1

6.7×10
1

2.4×10
2

8.0×10
2

4.4×10
3

5 ND ND ND ND ND 1.5×10
1

6.2×10
1

1.1×10
2

7 ND ND ND ND ND ND ND 2.3×101

1)
ND indicates 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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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7. Changes in volatile basic nitrogen (VBN) content of gamma-irradiated 

semi-dried squid with vacuum (left) and aerobic (right) packaging and storage at 10℃.

   전반적으로 진공포장된 시료가 함기포장된 시료보다 미생물 생육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반건조 오징어의 위생적 품질이 냉장유통(10℃)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반건조 오징어는 저장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반건조 오징어의 위생화 및 저장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건조 오징어의 위생화를 위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며, 특

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제품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며 미생물의 살균이 가능하며 반건조 오징

어를 포함한 건조 및 반건조 식품의 위생화에 아주 효과적이며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
(117-120)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된 반건조 오징어를 10℃에서 저장하며 VBN의 함량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1-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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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직 후 진공포장된 반건조 오징어의 VBN 함량은 4.26 ∼ 4.51 mg%이었고, 함

기포장구는 3.26 ∼ 3.78 mg%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조사구는 저

장 3주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구는 저장 4주 이후에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 감마선 조사구에서 VBN 함량의 증가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패류의 

저장시 미생물 생육으로 인해 VBN이 증가되는 것은 미생물 결과와 같이 비조사구의 미생물 

생육이 조사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VBN에 의한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오염미생물의 제어가 필요하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부패미생물의 사멸로 VBN의 

발생이 억제되기 때문이며, 포장에 따른 함량변화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통성혐기

성균에 의한 부패로 VBN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118)

.

   반건조 오징어의 감마선 조사와 저장 중의 TBA가의 변화는 Table 1-100과 같다. 함기포장

구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BA의 증가가 관찰되었

으나, 진공포장구는 저장 중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고, 선량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지 않았다. 반건조 오징어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TBA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감마선 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산패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4)
. 반건조 오징어의 경우 약 29%내외의 지방함량을 갖고 있어, 감마선 조사로 지방산

패가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포장별, 선량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5 kGy 

정도의 감마선 조사는 다른 연구보고
(124)

에서와 같이 TBA가에 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7 kGy로 조사된 함기포장구의 TBA가는 높게 유지되었다. 관능평가 결과, 감마선 조

사로 인한 반건조 오징어의 관능적 품질에서 큰 손상이나 차이는 없었고, 포장구별 차이도 없

었다(Table 1-101). 

Table 1-100. TBARS value of semi-dried squid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storage at 1

0℃

Packaging
Irradiation

(kGy)

Storage period (wk)

0 1 2 3 SEM
1

Aerobic

0 1.25by 1.50ab 1.47aby 1.70a 0.041

3 1.45yb 1.59ab 1.61yab 1.78a 0.085

5 1.58y 1.69 1.62y 1.65 0.024

7 1.58bx 1.60b 2.09ax 2.11a 0.029

SEM
2

0.033 0.064 0.031 0.101

Vacuum

0 1.47xy 1.51y 1.57 1.50 0.030

3 1.31y 1.65x 1.44 1.50 0.087

5 1.45xy 1.60x 1.57 1.54 0.077

7 1.78ax 1.62ax 1.42b 1.47b 0.078

SEM
2

0.068 0.031 0.108 0.066

a,b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x,y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1SEM :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2
SEM :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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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1.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semi-dried squid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storage at 10
o
C

Packaging
Irradiation
 (kGy)

Sensory parameter

Apperance Odor Chewiness Taste Tenderness

Aerobic

0  7.99a
1)

7.85 7.32 7.01 8.35

3 8.47a 6.88 7.85 7.21 7.65

5 4.59b 5.06 7.65 7.06 7.90

7 3.96b 6.68 6.04 6.77 6.90

SEM 0.924 1.000 0.915 0.999 0.910

Vaccum

0 6.30b 9.76a 6.62 7.14 7.27

3  8.54ab 6.80b 8.47 8.74 8.67

5  10.97a 4.44b 6.94 6.98 8.01

7  9.06ab 5.34b 7.09 6.61 7.80

SEM 0.844 0.934 0.930 0.853 0.901

1)
Means value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alphabet in same row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그러나, 통계적으로 살펴볼 때, 함기포장구에서는 외관상 0, 3 kGy가 5, 7 kGy보다 유의적으로 

우위를 나타낸 반면, 진공포장구에서는 외관과 냄새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 는데, 외관상으로 

5 kGy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유의적으로 우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냄새에서는 비조사

구가 조사구보다 우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다른 보고들
(125)

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조사취(이취, off-odor)의 발생으로 고선량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전 보고된 꽁치과메기의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가 생선비린내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나
(124)

, 감

마선 조사가 이취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반건조 오징어의 경우는 

오히려 조사취에 의해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감마선 조사시 적절한 조사취의 억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 일반 식품의 위생화/장기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1) 케이싱 소시지 

   염장 상태로 유통되는 돈장과 양장에 존재하는 호기성 총균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고,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도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02). 천연장은 동물의 소화관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장내세균들이 주요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 미생

물의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kGy의 감마선 조사로 염장된 돈장 및 양장에서 약 

5.5 log cycle(약 83%)의 미생물 감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Trigo와 Fraqueza
(60)

가 발표한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양장은 Bacillus와 같은 mesophilic spores가 주로 많이 

오염되어 있고, 돈장은 Streptococci와 Enterobacteriaceae가 주요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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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bacterial population of lamb and pork 

casings

Microorganism Treatment
Lamb Pork

 01) 3 5 0 3 5

Total aerobic
(log CFU/g)

Salted
2)

6.61 4.49 1.08 6.78 3.15 1.11

Washed
2)

4.38 1.78 ND 4.23 1.62 ND

Enterobacteriaceae
(log CFU/g)

Salted 5.32 1.85 ND 5.61 1.62 ND

Washed 3.95 ND ND 3.04 ND ND

Coliforms
(log CFU/g)

Salted 5.11 1.48 ND 5.54 1.70 ND

Washed 2.84 ND ND 3.93 ND ND

1)
Irradiation dose (kGy) of lamb and pork.

2)The casings were irradiated in the salted or washed conditions.

ND: Not detected on plates.

   감마선 조사에 의한 spore의 사멸은 5 kGy 이상의 선량을 요구하고 염장된 조건에서 유통

되는 천연장의 경우 Bacillus는 주로 endospore의 형태로 존재하며, 낮은 선량의 감마선에 저

항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66)

. 천연장에 대한 수세로 미생물을 감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세에 의해 초기 오염수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며, 수세 후 잘못된 보

관 등으로 인한 미생물의 급격한 생육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재염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세 후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오염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

었다. 염장된 조건에서 미생물의 D10 값은 돈장의 경우 0.87 kGy, 양장의 경우 0.92 kGy가 요

구되었으나, 수세한 천연장에서는 돈장에서 1.11 kGy와 양장에서 1.15 kGy 다. 이 결과는 염

장된 천연장의 수분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감균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되며, Farkas 등이
(126)

 보고한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위해 방사선 조사와 수분활

성도 조절, pH 조절, 포장방법 등 물리․화학적인 방법의 병용처리로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의 오염도 및 감

마선에 의한 감균 효과를 검사한 결과, 염장된 양장과 돈장에서는 5 log cycle 이상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세에 의한 균의 감소 효과는 1.4∼2.6 log cycle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이 미생물들은 급격히 감소하여 3 kGy의 감마선 조사로 약 65∼71% 수준이 감균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 kGy 조사구에서는 생육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수세 후 감마선 

조사로 확실한 균의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균은 감마선 감수성이 높아 

3 kGy의 저선량에서도 쉽게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감마선 조사된 양장 및 돈장을 이용하여 

제조된 소시지의 총균수는 Figure 1-58과 같다. Ayres
(127)

는 총미생물수가 10
7
 CFU/cm

2
에 이

를 경우 식육의 표면에 불쾌취가 발생하며 10
8 
CFU/cm

2
가 넘을 경우 식육으로부터 진액이 

형성된다고 하 다. 따라서, 총미생물수가 10
7 
CFU/cm

2
을 일반적인 저장기간의 한계로 본다

면 감마선 비조사구의 경우 돈장이나 양장을 케이싱으로 사용한 소시지에서 모두 최대 10일

의 저장기간을 갖는다. 감마선 조사된 케이싱으로 만든 소시지는 미생물수의 현저한 감소효과

와 더불어 그 저장기간이 5 kGy의 경우 최대 20일 이상까지 연장되었다. 계산된 D10값의 경

우 돈장소시지는 1.71 kGy, 양장소시지는 1.58 kGy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돈장과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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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유화형 소시지를 제조하 다. 비조사된 천연장을 사용하여 제조한 소시지의 경우 

돈장과 양장소시지 모두 제조 직후 소시지의 호기성 총균수는 3.6 log(CFU/g) 정도의 오염 수

준을 나타냈고,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도 검출되어 낮은 저장성을 나타냈다(Table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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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8. Number of total bacterial count (log cfu/g) of sausage stuffed with irradiated 

natural pork (A) and lamb (B) casing at 4。C.

Table 1-10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bacterial population of sausages stuffed in 

gamma-irradiated lamb or pork casings

Casing
1)

Microorganism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5 10 15 20

Lamb

Total aerobic
(log CFU/g)

0 3.61 5.08 7.18 7.53 8.12

3 2.48 3.85 5.21 6.08 7.25

5 0.32 1.78 2.48 4.48 5.91

Enterobacteriaceae
(log CFU/g)

0 1.24 2.60 3.38 6.83 7.12

3 ND ND 1.65 2.64 3.51

5 ND ND ND 0.84 2.69

Coliforms
(log CFU/g)

0 2.84 3.04 4.28 5.82 6.87

3 ND ND 1.09 2.04 3.23

5 ND ND ND 0.16 1.25

Pork

Total aerobic
(log CFU/g)

0 3.65 5.28 6.78 7.69 8.35

3 2.78 3.62 5.81 6.41 7.29

5 0.60 2.11 3.16 4.83 5.78

Enterobacteriaceae
(log CFU/g)

0 1.60 2.72 3.51 5.82 7.22

3 ND ND 0.95 2.48 3.54

5 ND ND ND 0.88 2.77

Coliforms
(log CFU/g)

0 2.05 3.15 4.51 5.76 7.07

3 ND 0.69 1.54 2.77 3.54

5 ND ND ND 0.83 2.22

1)
The casings were irradiated in the salted condition, washed in sterilized water and used for 

making sausages.

ND: Not detected on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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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사된 천연장 소시지의 저장 중 미생물수는 증가하여 저장 10일에 호기성 총균수가 약 

7 log 수준으로 검출되어 식용으로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 직후 감마선 조사된 천연

장 소시지의 호기성 미생물 수준은 양장의 경우 3 kGy에서 2.48 log, 5 kGy에서 0.32 log를 나

타내었고,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는 감마선 조사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돈장의 경우 

3 kGy에서 2.78 log, 5 kGy에서 0.6 log를 나타내었고,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는 양장

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저장 중 감마선 조사된 천연장으로 제조한 소

시지의 미생물 생육은 양장과 돈장소시지에서 모두 초기오염미생물의 감균으로 3 kGy에서는 

저장 15일 정도까지, 5 kGy는 20일 이상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5 

kGy로 조사된 천연장으로 제조한 소시지에서 저장 10일까지 Enterobacteriaceae와 coliforms

의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천연장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미생물의 초기 오염도를 상당히 감

소시켜 최종제품의 저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장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현재 육가공 산업체에서 조직감과 풍미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성이 약하여 대량 생산

하지 못하고 있는 천연장 이용 소시지 및 육제품의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마선 조사된 돈장 및 양장 케이싱으로 제조된 소시지의 지방 산패도는 저장 20일까지 5

일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104에 나타내었다. 돈장케이싱으로 제조된 소시

지의 감마선 조사 향은 저장 10일째에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높은 TBARS값을 

나타내었으나 그 외에는 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 조사가 케이싱에만 국한되었고 많은 

부분이 감마선 조사와 향이 없는 돈육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장기간도 감마선 조사된 

돈장소시지의 경우 10일째가 0 또는 5일자의 TBARS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0일째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기간은 전체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1-104. TBARS value (mg malondialdehyde/kg meat) of sausage stuffed with 

irradiated natural casings during storage at 4。C

Casin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SEM3)

0 5 10 15 20

Pork

0 0.84 0.99 0.93y 0.92 0.89 0.04

3 0.85
b1)

0.87
b

1.03
ax2)

0.93
ab

0.93
ab

0.03

5 0.81b 0.85b 1.01ax 0.92ab 0.92ab 0.03

SEM 0.03 0.04 0.02 0.04 0.04

Lamb

0 0.84
a

0.72
by

0.94
a

0.89
a

0.98
a

0.03

3 0.82 0.87x 0.87 0.93 0.90 0.03

5 0.79 0.90
x

0.97 0.93 0.89 0.04

SEM 0.02 0.02 0.03 0.03 0.04

1)
Means with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2)
Means within a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3)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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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함기포장의 경우 지방 및 콜레스테롤 산화가 촉진되며
(128)

 더욱이 감마선은 지

방산화를 가속시킨다. 본 실험의 경우 감마선 조사된 케이싱을 제조한 후 진공포장하여 산소의 

존재가 차단됨으로써 지방산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신선육이나 소시

지를 이용한 연구들
(129)

에서는 진공포장이나 가스치환포장한 경우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도 

지방산패를 억제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Ahn 등
(84)

은 저장기간 중 신선육의 지방산

패도를 촉진시키는 것에는 산소에의 노출이 방사선 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

다. 양장 케이싱으로 제조된 소시지의 경우도 돈장 케이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장 

5일째에서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높은 TBARS값을 나타내었고 저장기간 동안의 

변화는 감마선 비조사구의 5일째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도 양장 케이싱만 감마선 조사

했기 때문에 산패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게다가 진공포장처리로 지방산화가 더욱 억제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감마선 조사된 돈장 및 양장케이싱으로 제조된 소시지의 전단력을 측정한 결과 감마선 조

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낮은 전단력을 나타내었다(Figure 1-59). 이와 같은 결과는 소시지

의 품질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돈장의 경우 연도와 씹힘성을 좋게하여 관능적 품질을 높이게 된

다고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근육내 단백질인 titin과 nebulin, 그리고 대부분이 콜라젠

으로 이루어진 perimysium과 endomysium의 파괴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Horowits 등
(130)

과 

Yook 등
(131)

의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된 케이싱이 동물의 소장으로부터 제조된 것이며, 이 동

물의 소장은 결체조직이 규칙적으로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132)

는 것에 근거하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결체조직이 파괴되어 연도를 증진시킨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양장의 경우에는 비

조사구의 전단력이 돈장의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도 감소하

다. 이는 양장이 돈장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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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9. Total working force (N/mms) for shear of sausage stuffed with irradiated 

natural pork (A) and lamb (B) casing.
Means within the same casing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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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5. Sensory evaluation of sausage stuffed with irradiated natural casings after 7 

day storage at 4℃

Casing
Sensory score1)

Irradiation dose 
(kGy) Flavor  Color Texture

Overall 
acceptance

Pork

0 3.1 3.1 3.2 3.2

3 3.2 3.2 3.4 3.4

5 3.0 3.5 3.4 3.4

SEM2) 0.19 0.28 0.27 0.26

Lamb

0 kGy 2.8 3.2 3.5 3.4

3 kGy 3.2 3.2 3.5 3.5

5 kGy 3.2 3.3 3.5 3.5

SEM
2)

0.18 0.23 0.22 0.22

1)
Fifteen semi-trained panels were used by 5-point scale sensory analysis: 1, very poor, 2, poor, 3, 

normal, 4, good, 5, very good.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2).

   관능평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관능요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7일째에 4가지의 요소

를 가지고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105와 같다. 돈장케이싱으로 제조한 소시지의 경

우 풍미, 색,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가 3.1 ∼ 3.5점의 관능평점을 나타내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다. 양장의 경우도 비조사구가 풍미에서 조사구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숙면

   감마선을 조사한 숙면과 대조구 시료의 보존 기간 중 일반 호기성 세균의 생장변화를 

Figure 1-60에 나타내었다. 보존 초기의 일반 호기성 세균은 감마선 비조사구의 경우, 증숙 후 

일반 냉각수로 냉각한 시료(No. 1)에서는 7.8×10
6
 cells/g, 냉각시 젖산을 첨가하여 산처리를 한 

시료(No. 4)에서는 6.4×10
5
 cells/g, 그리고 산처리와 함께 포장후 열살균을 실시한 시료(No. 7)

에서는 3.4×10
3
 cells/g 수준으로 검출되어 숙면의 제조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미생물 오

염이 진행되며 산처리는 약 1 log cycle, 가열살균은 약 2∼3 log cycle의 일반세균 감소 효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일반 호기성 세균의 감소는 산처리를 하지 않

은 시료의 경우 비조사구(No. 1)에서 7.8×10
6
 cells/g이었던 것이 5 kGy 조사 시료(No. 2)에서 

2.1×10
4
 cells/g으로, 10 kGy 조사 시료(No.3)에서 4.2×10

2
 cells/g으로 낮아졌으며 산처리 시료

는  비조사구에서 6.4×10
5
 cells/g이었던 것이 5 kGy 조사 시료(No. 5)에서 7.5×10

3
 cells/g으로, 

10 kGy 조사 시료(No. 6)에서 2.6×10
2
 cells/g으로 낮아졌다. 

   한편,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일반 호기성 세균의 D10값은 산처리구와 비처리구에서 각각 2.95 

kGy와 2.34 kGy로 계산되어(Figure 1-61) 산처리구의 미생물이 비처리구에 비하여 감마선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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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0. Changes of the aerobic bacterial cells in gamma irradiated half-cooked noodle 

during storage at 25℃.  

●: No. 1, ■: No. 2, ▲: No. 3, ○: No. 4, □: No. 5, △: No. 6,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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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1.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iability of the aerobic bacterial cells in 

gamma irradiated half-cooked noodle.

○(A): rinsed with 0.1% lactic acid solution for 1 minute, ●(B): not treated by 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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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2. Changes of the fungal cells in gamma irradiated half-cooked noodle during 

storage at 25℃.●: No. 1, ○: No. 4, ◇: No. 7.

   이러한 결과는 비처리구에서 10
6
 cells/g 이었던 호기성 세균이 산처리에 의하여 10

5
 

cells/g으로 감소하면서 수반되는 microflora의 변화가 주요 요인일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 환경의 수분활성이 낮을수록, 서식환경의 화학적 

조성이 복잡할수록 미생물의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는 보고
(99)

에 비추어 보아 산처리

에 의한 초기의 수분활성 감소와 pH의 변화 등도 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

인 미생물의 양세포는 0.5 kGy 이하의 D10값을 갖는다는 보고
(133)

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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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숙면의 microflora는 상대적으로 D10값이 높아 방사선 저항성이 큰 endospore생성 세

균
(88)

이나 방사선 저항 균주
(134)

가 숙면의 주요 microflora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

마선을 조사한 숙면의 보존 중 일반세균의 생장변화도 산처리 여부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에서는 보존 초기 10
5
∼10

6
 cells/g이었던 것이 보존 1주 이

내에 관능적으로 부패를 감지할 수 있는 10
7
 cells/g 까지 증식하 고 5 kGy 감마선 조사구에

서는 보존 초기 10
3
∼10

4
 cells/g에서 3주 후 10

7
 cells/g 까지 증식하 다. 10 kGy 감마선 조

사구는 보존초기 10
2
 cells/g이었던 호기성 세균수가 보존 1주 째에 감소하 다가 보존 기간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 으나 그 증가율은 산처리구와 비처리구간에 차이가 있어 보존 5주 후에

는 비처리구의 호기성 세균수가 산처리구에 비하여 1 log cycle 정도 높은 수준을 보 다. 일

반적인 숙면의 제조공정에 따라 산처리와 열살균을 실시한 시료(No. 7)는 보존 2주까지는 초

기의 세균 수를 보이다가 보존 3주째부터 증가하여 4주째에는 변패의 소견을 보 다. 일반 호

기성 세균의 서식 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숙면의 보존가능 한계점은 10
6
 cells/g의 세균이 증

식하는 시점으로 보여졌으며 따라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유의적인 보존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0 kGy의 조사선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을 조사한 숙면의 보존 중 곰팡이의 생장변화도 감마선 조사 및 산처리 여부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Figure 1-62).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보존초기 및 보존기간의 

경과에도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조사구에서는 보존초기에 10
1
 cells/g 수준의 곰팡이

가 검출되었다. 한편 보존 기간 중의 곰팡이 생장은 산처리구와 비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어 산처리구에서는 10
4
 cells/g까지도 생장하 으나 비처리구에서는 초기수준 이상의 

곰팡이 생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산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초기에 세균

이 생장하여 곰팡이의 생장을 경쟁적으로 저해하고 산처리구에서는 낮은 pH로 인하여 세균의 

생장은 억제되는 대신에 곰팡이의 생장이 유도되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숙면의 보존 중 수분활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존 초기의 수분활성도는 산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0.926∼0.933의 범위 고 산처리를 한 시료는 0.876∼0.892, 그리고 산처리와 

함께 열살균을 실시한 시료(No. 7)는 0.842로 나타나 산처리를 한 시료의 수분활성도가 상대

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보존기간 중의 수분활성도 변화는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

사구에 비하여 보존 1주까지는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은 유지하 으나 보존 2주부터는 각 시

료간에 유의적인 차이 없이 모든 시료에서 0.98∼0.99 수준까지 증가하 다. 숙면의 pH 변화

도 산처리 및 감마선 조사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산처리구의 경우 보존 

초기의 pH는 3.73∼3.88의 범위 으나 비처리구는 6.44∼6.55의 범위 고 산처리와 열처리를 

실시한 시료는 4.22의 pH를 보 다. 보존기간 중의 pH 변화는 산처리구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비처리구에서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감마선 조사는 pH의 강

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숙면의 기계적 물성치인 hardness와 stickiness를 측정하여 

Table  1-106에 나타내었다. 보존초기의 면의 물성은 산처리에 의하여 hardness와 stickiness

가 높아졌으며 감마선 조사는 hardness에는 향을 주지 않았으나 stickiness를 낮추는 효과

가 관찰되었다.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처리구의 경우 hardness의 

변화는 없었으나 stickiness는 점차 낮아졌으며 비처리구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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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에서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hardness와 stickiness 값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장기보존 제품의 경우, 감마선을 조사한 제품이 산처리와 열살균을 병행한 일반 

제품에 비하여 조리시의 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Table  1-106. Changes of Aw in gamma irradiated half-cooked noodles during 5 weeks 

storage at 25℃

Sample No.
Storage time (Week)

0 1 2 3 5

1 0.926 0.987  - - -

2 0.933 0.965 0.983 0.997 -

3 0.929 0.954 0.980 0.989 0.992

Aw 4 0.884 0.965 0.974 - -

5 0.892 0.928 0.971 0.991 -

6 0.876 0.930 0.973 0.987 0.992

7 0.842 0.924 0.975 0.987 0.991

1 6.44 6.13 - - -

2 6.46 6.38 6.20 5.91 -

3 6.55 6.51 6.26 6.14 6.11

pH 4 3.75 3.83 3.77 - -

5 3.73 3.76 3.85 3.70 -

6 3.88 3.85 3.86 3.85 3.82

7 4.22 4.11 4.03 4.01 3.94

Table 1-106. Changes of hardness and stickiness in gamma irradiated half-cooked noodles 

during 5 weeks storage at 25℃

Sample No. Texture
parameter

Storage time (Week)

0 1 3 5

1 499.3±150.3 457.4± 37.9  - -

2 486.7±213.5 512.3± 33.9 647.1± 74.8 -

3 385.6±227.1 488.1±160.9 521.9±148.1 543.6±115.4

4 Hardness 622.9± 91.6 612.8± 80.4 - -

5 663.0±183.1 648.8±186.2 627.4± 87.1 -

6 688.8±130.9 649.3± 60.3 657.7±205.1 606.2±142.4

7 527.5±117.2 471.5±137.1 515.0± 69.1 523.5±108.6

1 -13.41±3.80 -11.34±2.36 - -

2  -9.29±1.55  -9.18±0.80 -11.92±0.85 -

3  -9.18±1.22 -10.52±1.12 -11.06±1.99 -11.32±1.47

4 Stickiness -15.74±2.51  -9.22±0.81 - -

5  -9.37±1.19  -9.84±3.60  -8.12±0.37  -

6  -9.74±1.96  -9.05±1.58  -8.79±1.22  -8.55±1.06

7 -10.84±3.31 -10.02±2.87 -10.76±0.65  -9.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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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식

   실험에 사용한 생식의 수분 및 수분활성도, 그리고 일반성분 조성을 Table  1-107에 나타

내었다. 시료의 수분은 4.22∼7.18%의 범위 으며 수분 활성은 0.15∼0.24의 분포를 보여주었

다. 한편, 일반적인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은 세균이 0.9, 곰팡이는 0.8 수준이

며 내건성 곰팡이나 내삼투압성 효모도 0.6 수준이므로
(135)

 생식의 수분활성 범위에서는 미생물

의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생식 제품의 보존에 따른 미생물학적 

부패보다는 낮은 수분활성 조건에서도 생존해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위험성 증가와 위생

관리 대책 마련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식제품의 양학적 성분은 대부분 곡류를 

주원료로 하므로 탄수화물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C 제품은 특이적으로 회분의 함량이 높았

다. 생식제품의 pH는 5.14∼6.42의 분포로 대부분 약산성의 범위 다. 

   생식제품 5종의 미생물학적 위생지표로 coliform group,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 Bacillis group, 그리고 사상균류의 4가지 미생물군을 검출하여 그 분포를 

Table  1-108에 나타내었다. 조사된 미생물군 가운데 Bacillus group의 세균이 10
4
∼10

7
 cfu/g

으로 분포하여 생식제품의 가장 일반적인 오염미생물로 확인되었고 사상균류는 10
2
∼10

3
 cfu/g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지표가 되는 coliform group은 10
1
∼10

4
 

cfu/g,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은 10
1
∼10

3
 cfu/g의 분포를 보여 일반적인 가

공식품의 미생물 규격이 대장균군 음성임을 감안할 때, 생식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가능성

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Table  1-107. The moisture content, water activity(Aw), composition of proximate 

composition, and pH of powdered raw grains and vegetables

Physicochemical
attribute

Sample

A B C D E

Moisture (%)  4.22  4.44  3.69  7.18  5.85

Carbohydrate (%) 49.8 56.1 46.4 66.0 64.3

Lipid (%) 13.1 18.7 18.0 9.3 8.2

Protein (%) 28.2 14.9 22.3 11.3 17.7

Ash (%)  4.2  3.7  8.3  4.6  2.8

pH  6.42  5.22  6.06  5.14  5.59

Water activity (Aw)  0.21  0.18  0.15  0.26  0.23

Table 1-108. Distribution and viable count (cfu/g) of microorganisms in powdered raw 

grains and vegetables

Microbial group
Sample

A B C D E

Coliform 4.42×103 1.65×104 3.53×103 6.27×103 8.80×101

Isolates on SS agar 1.10×10
3

4.66×10
3

2.94×10
2

5.18×10
2

1.80×10
1

Bacillus 1.63×10
7

9.37×10
6

5.84×10
5

6.52×10
6

8.33×10
4

Filamentous fungi 2.70×103 8.80×102 3.69×102 5.61×103 4.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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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별로는 E사 제품의 미생물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A 및 B사의 미생물 오염

도가 커서 제조사에 따라 위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식제품에서 검출된 

coliform group 미생물과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 미생물의 도는 10
1
 

cfu/g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소맥분 등의 곡류분말
(135)

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생식의 제

조과정에서 기구나 작업자 등을 통한 미생물의 2차 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일

반 곡류보다도 미생물 오염도가 높으면서도 조리를 하지 않고 직접 물에 희석하여 음료의 형

태로 섭취하는 생식의 특성상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 및 새로운 살균기술의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각 미생물군의 살균효과를 제품별로 측정하여 Figure 1-63에 표시하

다. 각 미생물군의 완전살균을 위한 감마선 조사선량은 제품의 초기 오염도에 따라 차이가 있

었으나 방사선 감수성은 제품의 초기오염도와는 큰 상관없이 각 미생물군에 따라 비슷하 다

(Table 1-109). Coliform group과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은 초기 오염도가 

낮은 E 제품은 1 kGy 내외에서, 다른 제품은 2∼3 kGy의 조사선량에서 완전살균 수준으로 제

거되었다. Bacillus group 세균은 초기미생물 오염도가 10
4
∼10

5
 cfu/g인 C, E 제품에서는 10 

kGy의 조사선량에서 거의 완전살균이 이루어졌으나 10
7
 cfu/g 내외의 초기오염도를 가진 A, 

B, D 제품은 10 kGy의 조사선량에서도 10
2
 cfu/g의 미생물이 생존하 다. 한편, 시험제품 중의 

사상균류는 1∼2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완전히 살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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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3. Death rates of microorganisms survived in the powdered raw grains and 

vegetable s by gamma irradiation. Symbols of the sample are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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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63의 미생물 생존곡선 기울기의 역수를 각 미생물군의 방사선 감수성(D value)으

로 계산하여 Table 1-109에 나타내었다. Coliform group의 D 값은 0.68∼0.80 kGy의 범위 으

며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의 D 값은 0.59∼0.74 kGy 범위 다. 한편, 생식

에 분포하는 coliform group 미생물의 D 값은 식육제품 분포 E. coli의 D 값인 0.3 kGy 내외
(136)

보다 2배 이상 높아 생식 분포 coliform group 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식의 수분활성도가 식육제품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때문으로 해석되

었다. 미생물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나 저항성은 복잡한 주변 환경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특

히 수분활성도의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7)

. 방사선의 미생물에 대한 살균작용은 주로 

물분자의 radical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수분이 낮은 환경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물에

서 생성되는 free radical의 생성이 낮아져 미생물에 대한 살균효과도 낮아진다.  Bacillus 

group의 D 값은 1.84∼2.18 kGy의 범위로 다른 미생물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사선 저항성

이 컸다. 한편, 일반적인 Bacillus sp. 양세포의 D 값은 0.2 kGy 내외이고 endospore는 0.5∼

3.0 kGy의 D 값을 갖는다는 보고
(88)

를 감안할 경우 생식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Bacillus group 

세균은 양세포보다는 endospore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식제품에 분포하는 

사상균류의 D 값은 0.36∼0.57 kGy의 범위를 나타내어 Aspergillus속 곰팡이 포자의 D 값인 

0.2∼0.3 kGy나 Penicillium속 곰팡이 포자의 D 값인 0.2∼0.4 kGy
(86)

보다 높았는데, 이 또한 

생식제품의 수분활성도가 낮아 방사선 저항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생식의 미생물 

분포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살균, 그리고 미생물군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결과, 각 미생물군의 

완전살균을 위한 이론적인 조사선량(12D value)은 coliform group과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은 10 kGy 수준, Bacillus group은 25 kGy 수준, 사상곰팡이는 5 kGy 

내외로 계산되었다(Table 1-110). 

Table 1-109. D values (kGy) of microorganisms survived in the powdered raw grains and 

vegetables

Microbial group
Sample

A B C D E

Coliform 0.77 0.68 0.73 0.80 0.68

Isolates on SS agar 0.69 0.74 0.66 0.71 0.59

Bacillus 2.06 2.18 1.84 2.12 1.97

Filamentous fungi 0.45 0.57 0.39 0.44 0.36

Table 1-110. 12D values (kGy) of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powdered raw grains and 

vegetables

Microbial group
Sample

A B C D E

Coliform 9.24 8.16 8.76 9.60 8.16

Isolates on SS agar 8.28 8.88 7.92 8.52 7.08

Bacillus 24.72 26.16 22.08 25.44 23.64

Filamentous fungi 5.40 6.84 4.68 5.2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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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식의 완전멸균을 위한 이론적인 감마선 조사선량은 25 kGy 수준의 고선량이 된

다. 그러나 Bacillus group 미생물은 일정 범위에서 검출이 허용되는 일반세균으로 구분되어 

있고 생식제품의 낮은 수분활성으로 인하여 증식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생식제품의 위생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준은 coliform group과 enteric bacteria group 미생물의 살균 기준으로 설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생식 제품에 분포하는 coliform group과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bacteria group 미생물은 대부분 3 kGy의 조사선량에서 거의 제거

되었으므로 생식의 위생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선량을 3∼5 kGy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김

   방사선 조사 직후 조사선량에 따른 김의 총균수 변화는 Figure 1-64와 같다.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대조구의 총균수는 3.2×10
6
 CFU/g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구는 5∼10 kGy의 

선량에서도 10
6
 CFU/g 수준을 유지하 다. 특히 방사선 조사구의 경우 붉은색의 색소를 형성

하는 colony가 관찰되었으며 10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모두 붉은색의 단일 colony만이 형

성되었고 20∼30 kGy의 선량에서는 10
3
∼10

5
 CFU/g 수준으로, 40 kGy 조사선량에서도 10

1
 

CFU/g의 수준까지 생존하여 방사선 저항성이 높은 균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저항성 균주의 생존곡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shoulder line이 0∼20 kGy까지의 조

사선량에서 관찰되었으며, 본 미생물의 D10값은 11.27 kGy로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사선 저항성을 나타내는 균주를 김에서 순수분리하여 형태학적 

특징 및 배양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111과 같다. 현미경 관찰 결과 분리균주는 그람

양성을 갖는 비운동성의 구균으로 2∼4개 혹은 다발모양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talase test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 다. 또한 배양시 붉은색 색소를 갖는 smooth colony를 

형성하며, 3% NaCl 함유 배지에서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염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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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4. Radiation survival curve of bacterium isolated from dried laver (D=11.27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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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1.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solated bacterium from dried 

laver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hape  Spherical, smooth

   Gram stain +

   Motility -

   Catalse +

   Pigment production Reddish

   Growth pH 6.2∼7.5

   Growth temperature  20∼39℃

   3% NaCl media +

Table 1-112.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isolated bacterium from dried laver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cid from glucose +    α-methyl phosphate -

   Gas from glucose anaerogenic    Sodium pyruvate -

   D-fructose +    Raffinose -

   D-mannose -    Xylose -

   Maltose -    Saccharose -

   Lactose -    α-methyl glucoside -

   D-mannitol -    D-trehalose -

   Xylitol -    N-acetyl glucosamine -

   D-melibiose -    Arginine -

   Potassium nitrite -    Urease -

   분리균주의 생화학적 특성은 Table 1-112와 같다. 몇 가지 당의 발효특성 시험결과, 

glucose와 fructose를 기질로 이용하 으며 glucose 이용시 gas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

한 특성을 갖는 분리균주를 API system
(69)

과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준하여 Micrococcus roseus sp.로 잠정 동정하 다. 한편, Davis 등
(138)

은 대구(haddock)의 체

조직에서 붉은 색소를 형성하며 강한 방사선 저항성을 나타내는 Micrococcus roseus를 처음 

발견하 는데, 그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이 본 실험에서 분리된 방사선 저항성 균주와 매

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김의 위생화에 미치는 

Micrococcus roseus sp.의 역할 규명이나  방사선 저항성 균주를 제어할 수 있는 열처리 등의 

병용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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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마선 조사 수산․냉장/냉동식품/전통발효식품의 단기안전성

(건전성) 확보

1. 서론

 가.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단기 안전성 평가

  (1) 장류

   최근 식품의 유통 및 국가간의 식량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공중보건법과 검역관리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여러 나라들의 규정을 포

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생물학적, 화학

적, 물리적 요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식품 보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화학보존료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식량자원과 가공식품의 화학보존료 또는 살균, 살충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ethylene oxide, ethylene dibromide, methyl bromide 등의 훈증제는 이미 유

해성분의 생성, 잔류성, 발암성과 같은 보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존층의 고갈과 같은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그 사용이 점차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 보존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의 보존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방사선 

조사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건전성 문

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미국식품의약품국(FDA)등의 국제 기

관과 국제학술단체에서 공인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그 적용범위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4)

. 방사선 살균법은 제품의 품온을 상승시키지 않는 냉온 살균법으로 가열처리가 불

가능한 제품의 살균과 화학훈증제 처리와는 달리 유해성분의 잔류 및 독성이 없으며, 오염유기

체의 살균, 살충이 확실하여 살균공정관리가 편리하고 정확하다는 것 등 많은 장점이 있다
(5,6)

.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인 장류제품은 보존 중에도 발효과정에서 유래한 미생물의 작용

이 계속되므로 제품의 보존 및 가공식품으로의 활용도가 제한되고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국제

교역에서도 제품의 위생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류제품의 

위생화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 이미 김치
(7)
, 젓갈

(8)
, 고추장

(9)
, 쌈장

(10)
, 메주, 청국장

(11)
 등의 보존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과는 Ames test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장류 물추출물

의 연구결과
(12)

 변이원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있다. 이러

한 Ames tes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SOS Chromotest는 E. coli 

PQ37을 자외선이나 유전독성 물질에 노출시키면 DNA 복제가 저해되어 유도되는 SOS 

response 중 생성되는 효소의 기질분해반응을 이용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판정하므로 

콜로니 계수시 주관적 편차가 배제되어 객관성이 유지되며, DNA 손상을 주는 유전독성물질의 

검색에 편리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등 외적요인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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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 대상물질이 소량 사용되는 이점이 있으며 Ames test와 90%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

타내므로 최근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13)

. 

   본 실험에서는 전통장류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기술을 전통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에 고선량으로 적용시켰을 때의 유전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

과 E. coli PQ37 균주를 이용한 SOS Chromotest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2) 젓갈

   멸치액젓은 멸치에 과량(약 23∼30%)의 식염을 첨가하여 부패를 억제하면서 자가소화 및 

미생물에 의해 멸치를 분해, 숙성시켜 청징한 액상의 전통 수산발효식품으로 김치산업의 신장 

추세 등과 함께 산업적 중요성이 일반 젓갈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조 및 품질규격의 과학화와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

. 상업적인 규모로 제조

하는 경우 숙성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starter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액젓이 숙성되면 가

열살균 또는 여과공정 등을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캐러멜이나 간장 등으로 색택을 조정하여 어

느 정도 규격화하여 일정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15)

. 그러나 식품가공산

업이 현대화된 지금도 소규모의 재래식 제조법에 의해 제조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이 

불균일하게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량의 식염첨가, 비과학적, 비위생적 생산 등의 문제

점들과 저장 및 유통과정 중 색택의 변화, 침전물의 생성, 풍미변화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정 여과 및 가열살균 등의 위생화 방법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들 역시 제품의 낮은 

수율과 높은 비용, 각종 양성분의 파괴, 냄새 및 색 등의 풍미변화를 가져오며, 살균처리 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공정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및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6,17)

. 또한 시판 액젓은 과도한 식염첨가 뿐만 아니라 화

학조미료의 남용, 유통기간의 경과 및 수입 어장유의 혼합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등

급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고, 제품의 가격 또한 중량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저 품질의 제품들이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멸치액젓에 관한 연구로는 화학성분, 저장 중 미생물의 변화 및 속성 가공 방법 

등이 연구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며
(18-24)

, 현재 비가열 식품 살균법으로

는 전자기 조사, 전자파 조사, 광펄스, 초고압, CO2 처리, 양이온 고분자 물질의 첨가, 항균제, 

항균성 효소의 이용 등
(25)

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기술이 새로운 식품 위생

화 및 가공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사선 조사를 적용시 액젓의 위생화 공정으로 2차 오

염의 방지 및 대규모 연속처리로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안전한 위생화 공정으로

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한 멸치액젓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급성․아급성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해서는 1980년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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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며, 양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1)
. 그러

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선량의 범위에서 몇몇 식품에서 관찰된 특정 성분의 함유량 감소나 

특유한 방사선 분해물의 생성 유무로, 조사식품을 일반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적

합성과 관련하여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양소의 

감소나 특유한 분해물이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멸균처리 등과 같은 다른 식품보존방법으로

부터 생기는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며, 특히 냉동이나 진공상태에서의 조사와 같은 

병행처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26-28)

. 따라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조사식품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조사식품의 실용화에 소비자의 신뢰를 단계적으

로 쌓아가고 있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조사식품 품목을 추가시키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

다. 또한 조사기술을 더욱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계획의 추진활

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에 있으며, 더욱이 방사선 조사는 다양한 크기나 형태의 식

품 보존에 이용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향후 식품업계에서의 감마선 조사 활용은 점차 늘

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5)
.

   한편, 수산물은 저장기간이 짧아 보존이 곤란하며, 어류 및 그 밖의 해산물에는 많은 

병원균도 생육하고 있다. 이들 병원균은 Salmonella, 포도상구균, Clostridium perfringens, 

병원성대장균, A형 간염 virus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물과 부적절한 처리 및 보존공정에 

의해 오염된다. 장염 Vibrio  및 Vibrio vulnificus는 날 생선을 먹는 사람들에 있어 위험하

며, Yersinia는 저온에서도 생육한다. 병원균에서 특히 문제인 것은 botulinum E형 균으로 

이들의 포자는 다른 오염균에 비해 방사선에 특히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 일

반적으로 해산물의 처리선량은 2.2 kGy이하이나, 이 경우에는 부패균이 생육할 수 있어 

botulinum E형 균이 독소를 생성하기 전에 부패의 조짐이 나타난다. 또한, 이 같은 선량으

로 방사선 살균한 해산물은 botulinum E형 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이하에서 저

장할 필요가 있다. 콜레라균 및 이질균도 인간에게 위험하지만 저선량으로 살균하는 것이 

가능하다. 살균을 목적으로 한 선량에서는 어패류의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Ronsivalli 등
(31)

은 대구를 1.5 kGy로 조사한 후 0.6℃로 저장하면 비조사의 15일에 비해 

36일간 저장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Ampola와 Ronsivalli
(32)

에 의하면 내장을 제

거한 대구는 조사 전 선박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장기간의 연장효과가 감소한다

고 하여, 어류는 어획직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유럽에서의 몇몇 연구

에서는 1.3 kGy의 조사로 껍질을 제거한 새우의 오염 미생물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

었으며, 약제처리 새우보다 매우 효과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살균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하

다. 또한, 병원성 포도상구균도 미 처리 및 약제처리에서는 다량 검출되었으나 감마선 조

사처리 시료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33)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온 

살균법으로 알려져 있는 방사선 살균법이 수산물의 병원성 세균 및 기생충 퇴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초적인 병원성 세균 및 기생충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종 가공 단계에서의 방사선처리로 이들을 손쉽게 살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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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존 고염 제품 대비 감마선 이용 저염 발효제품의 안전성 비교 평가

   수산 가공품 중에서 젓갈은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 수산발효식품 중의 하나로서 

그 종류가 145여종에 달하며,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서 안정된 소비 수요를 유지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젓갈은 16,000톤 이상으로 이 중 새우젓이 차지하

는 비율은 약 30%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4)

.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

고 있는 새우젓은 제조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젓갈 제조 시 부패 미생물의 생육을 

방지하기 위해 과량의 식염을 첨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또는 현대인의 기호상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35)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염함량을 낮추고 재

래식 젓갈에 비하여 풍미 등 기호면에서 손색이 없는 저염 젓갈 제조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염 젓갈은 유해 세균의 발육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젓

갈에 존재하는 유해가능 세균의 사멸이 필요하다
(36)

. 현재까지 고품질의 저염 새우젓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최적 숙성직전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숙성 중에 급격히 증가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조법이 좋

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안전성도 확인된 바 있

다
(37,38)

.

   본격적인 WTO 체제하의 국제무역에 있어 통과기준이 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법안에서 모든 식품류에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2) 

고품질의 저염 새우젓을 

개발하기 위해 방사선조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실제로 고품질의 저염 새우젓을 개발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사용할 때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시 

식품 내에 방사능을 남기지 않는다는 보고들
(39,40)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조사 식

품 내에 방사능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 조사식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선입견
(41)

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험상으로 그 안전

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을 교육,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유독성 물질의 유발, 양소의 파괴, 유전변이 물질의 유발, 발암성 물질

의 유발, 방사성 물질의 유발, 잔류 내성세균에 의한 유해 등과 같은 문제점에 주안을 두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전통 수산발효를 포함한 수산물의 방사선 조사는 외국에서

는 이미 실용화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이에 대한 사용 기준이 없어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선량이나 안전성 점검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우젓의 위생화 및 저염 제품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 

확대 및 실용화를 위해 실제 사용 선량보다 2배 이상 높은 20 kGy까지의 방사선조사 젓갈

을 대상으로 복귀돌연변이 시험, 소핵 및 염색체 이상시험, 급성 및 아급성 독성평가 등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방사선 조사 젓갈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 및 의구심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서 국민적 이해증진 및 소비자의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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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마선 조사 반건조 수산식품(꽁치 과메기)의 안전성 평가 

   과메기(Kwamaegi)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에서 꽁치(Cololabis seira)를 그늘진 

곳에 걸어두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15일 이상 차가운 해풍에 건조시킨 전통식품 중 하나로 

독특한 풍미를 지니며, 수분함량은 약 40% 정도로 반건조(semi-dried) 식품에 속한다
(42)

. 과메

기는 반건조된 꽁치의 육질 부분을 분리한 후 날 것으로 먹는데, 예전까지 과메기의 소비는 경

북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과메기는 겨울철(12월말부터 익년 2월초)에만 생산되어 판매되므로 대량 생산 및 소비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과메기의 생산방식이 재래식 건조방법과 수작업으로 육질을 분리하여 생

산되고, 유통 및 판매도 외부와 차단된 포장법을 이용하여 냉장․냉동고에서 보관하며 판매하

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유발 가능

성이 있어 과메기의 위생적 안전성을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과메기

에 관한 연구는 품질 균일화를 위한 자연건조방법과 인공건조방법
(42)

을 비교하거나 과메기의 

저장을 위한 포장재료의 개발
(43)

정도에만 국한되고 있다. 현재 과메기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고, 위생적인 생산, 포장 및 유통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있지 않아, 

점차 증가하는 수요에 따른 과메기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위생화 및 안전저장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감마선 조사기술은 제품의 품질특

성 유지가 가능한 비열처리 살균기술로서 식품 및 의료기구 등 산업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44,45)

. 어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WHO/FAO/IAEA와 Codex의 식

품 방사선조사 국제적 합의 기준에 따르면 어류 및 해산물에 대하여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 

제거와 저장성 연장을 목적으로 최대 7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를 권장하고 있고, 국, 네덜

란드, 벨기에를 포함한 20여개국이 현재 수산물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46)

.  

   따라서, 본 연구는 과메기의 위생화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된 과메기의 독성학적 평가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마. 방사선이용 유해물질 제거 및 저감화 기술개발

   육가공 제품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특유의 염지육색 발현, 풍미 및 물성 부여, 

산패억제와 Clostridium botulinum 등의 유해 미생물 생육 저해효과를 나타낸다
(47)

. 최근 육제

품의 잔존 아질산염(residual nitrite)이 자체 독성으로 소아암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다시 제

기되어 잔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48)

. 또한 2차적으로 가공 및 저장단계

에서 발암성 N-nitrosamine의 전구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49)

. 화

학적으로 아질산염은 N-nitrosamine 생성 반응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산성조건에서 여러 반

응을 거쳐서 활성화된 dinitrogen trioxide(N2O3) 및 dinitrogen tetraoxide(N2O4)로 전환될 때 

2급 amine과 반응하여 N-nitrosamine을 형성하게 된다
(49)

. 휘발성 N-nitrosamine은 종류와 함

량에 따라 혀, 식도, 간, 폐, 신장, 방광 및 췌장 등의 신체기관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50-52)

. N-Nitrosamine의 체내 발암기작은 소포체에서 cytochrome p-450 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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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대사 활성화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alkyldiazohydroxide 및 diazoalkane 등으로 분해되어 

DNA의 염기서열을 치환시키면서 시작된다
(53)

. N-Nitrosamine은 다양한 식품을 비롯하여 고무 

제품 및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하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49)

.

   한편 농․수․축산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 및 발효식품에서 저장, 숙성 또는 발

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biogenic amine은 신경계 및 혈관계를 자극하여 식중독 증상을 유발시

키거나, 또는 N-nitrosamine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4)

.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biogenic amine으로는 putrescine, cadaverine, tryptamine, β

-phenylethylamine, spermidine, spermine, tyramine, histamine, 및 agmatine 등이 있으며, 미

생물에 의한 유리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으로 형성된다
(54)

. Biogenic amine은 그 종류 및 섭취

량에 따라 다양한 임상병리학적 증세 및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아질산염 및 

biogenic amine을 포함한 아민류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 을 때 urinary nitrosamine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5)

. 

   최근 국외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발효식품들에 대한 biogenic amine의 함량, 관여 미생

물 탐색 및 분석방법 최적화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sauerkraut, 발효치즈 

및 발효소시지 등을 포함한 발효식품 중에 상당한 양의 biogenic amine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56-59)

. 그러나, biogenic amine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일부 식품

군 중의 함량조사 등의 몇몇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발암성 N-Nitrosamine과 아질산염의 분해 특성

   현재까지 N-nitrosamine 생성억제에 관한 연구는 ascorbic acid 및 tocopherol 등의 산화환

원 화합물(redox compounds)
(47,53,60)

 또는 polyphenol류 등
(61,62)

을 첨가하여 아질산염을 nitric 

oxide 형태로 환원시켜 N-nitrosamine의 형성반응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N-nitrosamine 생성의 전구체로 작용하는 아질산염을 소거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보고

되고 있지만, 식품의 가공단계나 저장 중에 이미 생성된 N-nitrosamine을 감소 혹은 제거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Wierbicki와 Brynjolfsson
(63)

은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살균처리된 염지 육가공 제품 중의 N-nitrosamine 및 잔류 아질산염 함량이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N-nitrosamine의 화학적 photolysis 특성
(64,65)

을 고려할 때 매

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연구가 매우 미약하므로 앞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N-nitrosamine의 분해기작, 조사 분해산물의 동정 및 식품과 산업계의 

적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갖는데, 이때 hydroxyl radical(․OH), 전자(e
-
), 

수소원자(․H) 등이 생성된다. 이 중 hydroxyl radical은 매우 강력한 산화제이고, 물에 의

해 생성된 전자 및 수소원자는 특정한 시스템에서 환원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식

품은 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 동안 산화 및 환원 반응을 갖게되며
(66)

, 수용액 시

스템에서의 아질산염과 N-nitrosamine의 감마선 조사분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N-nitrosamine인 N-nitrosodimethylamine 및 N-nitrosopyrrolidine을 모델시스템으로서 화학



- 183 -

적으로 안정한 ethanol, dichloromethane 및 증류수의 수용액 상태에서 각각 조사하고, 이에 

따른 kinetic 특성 및 파괴된 화합물의 재축합 여부를 평가하고, 2) N-nitrosamine의 조사분해

물을 동정(identification)하여 분해물의 독성여부를 파악하고, 3) N-nitrosamine의 전구물질로 

작용하는 아질산염의 감마선 조사분해 특성을 조사하여 차후 감마선 이용 식품의 유해성분 

저감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하 다.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biogenic amine의 radiolysis

   감마선 조사는 N-nitrosamine 및 nitrite 등과 같은 식품의 유해,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amine류 등에 radiolysis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67-70)

. 따라서,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를 이

용해 식품 중의 유해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biogenic amine을 용매상태의 model system 하에

서 감마선 조사하여 radiolysis 특성을 관찰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단기 안전성 평가 

  (1)  시료의 조제 및 방사선 조사

   시험시료인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은 보존료 혹은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적정 숙성기

의 반제품을 P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각 시료는 polyethylene 재질의 포장지에 100 g

씩 봉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멸치액젓은 1999년도 추자도산 멸치(anchovy, 

Engraulis japonica)를 구입하여 15℃에서 6개월간 숙성발효를 시킨 후, 베포로 착즙한 멸치액

젓 원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12±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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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2 kGy 다. 감마선 조사 후 

동결건조기(SFDSF12,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Pusan, Korea)를 이용하여 동결건

조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멸치액젓을 

시료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증류수 혹은 용매(chloroform:methanol=2:1)를 넣어 mixer로 3분

간 균질화하고, shaking incubator에서 4℃, 20 rpm으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10,000 rpm에

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이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얻은 상층액을 동결건조 

혹은 rotary vacuum evaporator(N-1, Eyela, Tokyo Rikakikai co., Japan)로 농축한 후 실험

에 사용하 다.

  (2) 복귀 돌연변이 시험 및 균주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Maron과 Ames의 방법
(71)
에 준하여 실시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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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r B 

mutation 유지여부, R-factor 유지여부, rfa 돌연변이의 유지 여부, spontaneous revertant의 

수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 다. 본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들을 nutrient broth(Oxoid Ltd., 

Hampshire, England)에 접종, 배양하여 현탁액 1 mL당 DMSO(dimethylsulfoxide)를 90μL 가

하여 냉동 보관용 시험관에 채워 드라이 아이스에서 동결시킨 후 약 -80℃ 냉동고에 보관하

면서 사용하 다. Master plate에 배양한 균주를 25 mL의 2.5% nutrient broth에 접종하여 3

7℃,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 배양(Vision Scientific Co., Korea) 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3) 대사활성계(S9 mix)와 양성대조물질의 조제

   간 균질액(S9 fraction)은 Maron과 Ames의 방법
(71)

에 따라 조제한 것(단백질함량 22.5 

mg/mL 함유, Oriental Yeast Co., Lot No. 00042101,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S9 mix는 

상기 S9 fraction과 시판 cofactor(Wako Co., Lot No. 999902, Tokyo, Japan)로 조제하 다. 

S9 mix 1 mL중의 조성은 8 μmol MgCl2․6H2O, 33 μmol KCl, 5 μmol G-6-P, 4 μmol 

NADPH, 4 μmol NADH, 100 μmol sodium phosphate buffer(pH 7.4) 및 45 μL S9 fraction으

로 하여 단백질 함량을 1.6 mg/mL 되게 조제하 다. 처리 농도는 0.5 mL/plate로 하 으며, 

S9 mix의 활성은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양성 대조물질로 sodium azide(SA, 

Sigma-Aldrich Cheme Gmbh, Inc., Steinheim, Germany)는 증류수에 용해하 으며, 

4-nitroquinoline-1-oxide (4NQO, Sigma-Aldrich), 9-aminoacridine(9-AA, Sigma-Aldrich) 및 

2-aminoanthracene(2-AA, Sigma-Aldrich)는 DMSO(Aldrich Chemical Co., Inc., Milwaukee, 

USA)에 용해하여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

  (4) Plate의 제작, 배양 및 colony수 계수

   시험물질의 처리는 각 농도군 당 2개 plate를 사용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
(7)
으

로 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S. typhimurium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

여 대수기(2×10
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배양액 0.1 mL에 시험물질의 멸균증류수 현탁

액 0.1 mL, S-9 mixture(또는 0.2 M Na-Phosphate buffer) 0.5 mL를 histidine/biotin을 함유

한 top agar 2.0 mL와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배지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음성 대조군은 각 증류수 100 μL, 

그리고 양성 대조군은 대사활성계 미적용시 SA, 4-NQO 및 9-AA를, 대사활성계 적용시 

2-AA를 각각 100 μL씩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시험결과는 각 농도군 당 3 plate

로부터 얻은 colony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돌연변이 colony수가 농도의존성

을 보이면서 용매대조군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시료와 

돌연변이 유발물질의 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해 결정하 다.



- 185 -

  (5) 돌연변이원성 시험

   SOS Chromotest는 Quillardet와 Hofnung의 방법
(13)

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즉, L medium에 

5×10
8
 CFU/mL 농도로 배양된 종배양액을 2%(v/v)가 되도록 접종하여 37℃에서 약 2시간 진

탕배양(5×10
4
 CFU/mL) 하 다. 직접변이원의 경우 L medium으로 10배(v/v) 희석된 균 부유

액을, 간접변이원의 경우 S-9 mix(B(a)P; 3%)에 10배(v/v) 희석된 균 부유액에 10배(v/v) 희

석된 0.6 mL의 균 배양액을 분주하고 여기에 100 μg/assay의 시료를 혼합한 다음, 37℃에서 

210 rpm으로 2시간 배양하 다. 이 때 첨가된 양성대조물질(돌연변이원)의 사용량은 dose 

response test를 실시하여 최적의 농도를 설정한 후 사용하 다. 

   시료 색소로 인한 흡수 spectrum의 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양액을 4℃에서 7,000 rpm으

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잔사에 0.6 mL의 L medium을 현탁시켰다. 이 현

탁액 0.2 mL를 취하여 Quillardet와 Hofnung의 방법
(13)

과 동일하게 각각의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활성단위는 흡광도×1,000/반응시간(min)으로 나타냈으며, R(ratio)값은 β-galactosidase 

unit/alkaline phosphatase unit로 계산하 고, R(0)값을 1로 정하 다. 유도지수(induction 

factor, IF)는 SOS 유전자의 유도정도를 나타내며, R(C)/R(0)로 계산하 고, R(C)값은 변이원 

및 변이원과 시료를 첨가한 시험구의 ratio값이다. R(0)값은 변이원을 첨가하지 않은 농도의 

ratio값이며, 음성 대조구 IF값은 1로 정하 다. 

 나.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급성․아급성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1)  급성 독성시험

   감마선조사 젓갈류의 급성독성시험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고시 제 94-3호(1994. 4. 14)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 및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발행 「독성시험 표준작업 지침서」의 

일반독성시험법(NISR/SOP/GTX)에 따랐다. 본 보고서에서는 감마선조사 젓갈류를 투여한 후

에 급성독성의 발현 여부를 자성 및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여 시험하 다
(24)

.

   

   (가) 실험동물

   대한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은 암수 각각 3-4 주령의 ICR 마우스(specific pathogen free)를 

사용하 으며 동물입수 후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쳐 건강한 동물만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온도 25 ± 1℃, 습도 55 ± 5%, 조도 300 - 500 Lux로 12시간 자동 점․소등 장치

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과된 공기가 양압으로 공급되는 무균 동물사육 시설에서 사육하 다. 동

물은 순화 및 시험기간 중에 polycarbonate cage에 10 마리씩 넣어 사육하 다. 사료는 삼양사

의 고형사료와 조사젓갈류를, 물은 수돗물을 자유로이 공급하 다.

   (나) 시험군의 구성 및 투여량의 설정

   순화기간 중에 건강하다고 판단된 동물의 체중을 측정하여 평균체중에 가까운 개체들이 골

고루 들어가도록 무작위법으로 군 분리를 하 으며 군 분리는 각 군당 10 마리로 하고 암수 

각각 6 개의 시험군으로 나누었다. 시험 최고용량은 감마선조사 시료 5000 mg/kg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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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용량의 일정한 공비(0.5)로 모두 5 개의 용량군과 1 개의 대조군을 두었다.

   (다) 시험물질의 투여

   시험물질의 투여량은 체중 10 g당 0.1 mL이 되도록 증류수에 현탁하 고, 투여 직전 체중

에 따라 산출한 투여량을 경구투여기를 이용하여 1회 경구투여 하 다.

   (라) 관찰 및 검사항목

   ① 임상증상 및 폐사의 관찰

   모든 시험동물에 대해 투여 당일에는 투여 후 6 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관찰하 으며 투여 

익일부터 14일 까지는 1일 1회씩 동물의 일반상태변화, 중독증상 및 사망여부를 관찰하 다.

   ② 체중변화

   시험에 사용한 모든 실험동물에 대해 시험기간 동안 3회 체중측정을 하여 변화를 관찰하

다.

   ③ 부검

   시험 종료 후 동물을 경추 탈골하여 치사시킨 후 외관 및 내부장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

로 상세히 관찰하 다. 관찰 항목으로는 외피, 구강, 눈, 외이 등을 검색하고 내부장기에 대하

여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및 기타 병변 등의 육안적 소견을 관찰 기록하 다.

  (2) 아급성 독성시험

   감마선조사 젓갈류의 아급성독성 시험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고시 제 94-3호(1994. 4. 14)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 및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발행 「독성시험 표준작업 지침서」의 

일반독성시험법(NISR/SOP/GTX)을 참조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감마선조사 시료를 4주간 투

여한 후 독성의 발현 여부를 자성 및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여 시험하 다
(72)

.

   (가) 실험동물

   대한실험동물에서 분양 받은 암수 각각 3-4 주령의 ICR 마우스(specific pathogen free)를 

사용하 으며, 순화 및 시험기간 중에 polycarbonate cage에 5 마리씩 넣어 사육하 다. 이 기

간동안 물은 수돗물을 자유로이 공급하 으며, 사료는 순화기간 중에는 삼양사의 분말사료를, 

시험기간 중에는 분말사료에 건조한 감마선조사 젓갈류를 섞어 자유로이 공급하 다.

   (나) 시험군의 구성 및 투여량의 설정

    시험군은 1 개의 고선량 투여군(20 kGy), 1 개의 중간선량 투여군(10 kGy), 1 개의 저선량 

투여군(5 kGy) 및 음성대조군으로 구성하 다. 시험물질은 0 kGy, 5 kGy, 10 kGy 및 20 kGy

의 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를 각각 분말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 으며, 투여한 시료

의 양은 한국인의 성인 1일 섭취량을 계산하여 마우스 한 마리 당 하루에 약 20 mg의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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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섭취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다) 시험물질의 제조 및 투여

   시험물질의 제조는 마우스의 1 일 평균 사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설정한 투여

용량에 맞도록 분말사료에 적절히 혼합하여 4주간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공급하 다.

   (라)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① 일반상태 관찰

   투여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생사의 확인과 일반상태의 유무를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동이상의 상태와 폐사 등의 임상증상을 관찰하 다. 폐사시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원인을 검사토록 하 다.

   ② 체중, 사료섭취량 및 음수 섭취량 측정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개시 직전에 1회, 투여개시 후 매주 2회씩, 그리고 부검시 각각 체

중을 측정하 다. 또한 매주 2회 사육 케이지별로 1 일간의 사료 섭취량 및 음수 섭취량을 측

정하 다.

   ③ 뇨검사

   치사 3일 전 대사 cage에서 뇨를 채취하여 Uropaper(Eiken Chem. Co. Japan)를 이용하여 

뇨당, 뇨단백, 수소이온농도 및 잠혈(occult blood)을 측정하 다.

   ④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 생화학적 검사

   최종일 투여후 ether 마취하에 후대정맥(Posterior Vena Cava)으로부터 채혈하 다. 혈액학

적 검사는 혈액을 CBC bottle에 넣은 후 4 시간 이내 적혈구수(RBC), 백혈구수(WBC), 혈소판

수(PLT)를 Coulter Counter를 이용해 측정하 다. 혈청 생화학 검사는 채취한 혈액의 일부를 

실온에 15분 정도 방치하여 응고시키고, 원심분리(3,000 rpm, 15 min)하여 얻은 혈청에 대하여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총 단백(total proteine), 당

(glucose),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blood urea nitrogen(BUN), lactate dehydrogenase(LDH), 알부민, 요산(uric acid) 및 Ca 등을 

자동혈청생화학분석기(Spotchem 4710)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⑤ 병리조직학적 검사

   방혈 치사 후 모든 동물에 대해 내부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및 기타 병변 등의 육안

적 소견을 관찰 기록하 으며 모든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 액에 고정하 다. 조직학적 검

사는 2주간 이상의 충분한 고정을 거친 폐, 간, 신장 등의 장기를 파라핀 포매기에 포매하여 

microtome으로 4-5 μm 절편으로 만든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하여 250 배율로 관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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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의 통계학적 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

하 다.

  (3) 동맥경화지수, 지질 및 생체 효소활성 분석

   방사선조사 젓갈이 생채 내에서 효소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특히, 발암물질 투여시에 

방사선조사 젓갈이 이들 대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 100 g 정도 되는 Sprague-Dawley계의 수컷 흰쥐를 대한실험 동물센타로

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7마리씩 6

군으로 나누어 6주 동안 사육하 다. 사용한 젓갈 시료는 0 kGy, 10 kGy와 20 kGy로 방사선 

처리하 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광은 12시간 명암 조명(07:00-19:00)

을 유지하 다. 물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사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량을 

주었고, 체중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

   (나) 실험사료의 구성

   실험동물의 칼로리 공급은 쥐가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ad libitum), 섭취하는 칼로

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Chow Diet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식이재료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ered mixed diet
(73)

를 사용하 다. 대조군의 식이구성은 casein 20%, AIN-76 mineral mix 

3.5 %, AIN-76 vitamin mix 1%, DL-methionine 0.18%, alpha-cellulose 5.0%, corn starch 

15%, sucrose 49.7%를 공급하 으며, 고지방식이군은 sodium cholate 0.25%, lard 10%, 

cholesterol 1%를 공급하 다.

   (다) 동물의 관리 

   매주 2회씩 동물의 몸무게와 사료섭취량을 측정하 다. 사료효율과 단백질효율 즉, FER(Food 

Efficiency Ratio)과 PER(Protein Efficiency Ratio)을 측정하 다. 사료와 물의 공급, 위생관리, 

청소 등을 철저히 하고 동물의 상태를 면 히 관찰 기록하 다.

   (라) 동물의 도살, 처리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에테르로 마취시킨 후 경추탈골법에 의하

여 도살하고,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 다. 채취한 혈액은 3000 rpm(4℃)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기타 장기 특히 간, 위, 신장, 콩팥은 혈액채취후 즉시 적출하여 생

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다. 장기, 혈청의 시

료는 분석 전까지 -70℃ 냉동고에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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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간 항산화 효소시험을 위한 효소원의 조제

   간 1 g을 생리식염수로 씻어서 여과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0.25 M sucrose 용액을 가하여 

빙냉하에서 homogenizer로 분쇄하 다. 이것을 6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고, 

cytosolic fraction은 glutathione sulfur transefer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의 효소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하 다. 

   (바)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의 측정

   GST측정은 Beckman Du-70 분광광도계 및 kine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

료 10 μL과 0.1 M phosphate buffer 2935 μL, 0.1 M glutathione 30 μL, 0.12 M 2-4CNDB 

(1-chloro-2,4-dinitrobenzene, Sigma) 25 μL를 혼합하여 25℃에서 20초 간격으로 3분간의 반응

을 340 nm에서 측정하 다. 활성단위는 1분간 mg protein이 생성한 2-4-dinitro 

benzene-glutathione의 분자 흡광도계수(E mM/340 nm= 9.6 mM
-1
㎝

-1
)를 이용하여 나타내었

다. 

   (사) Catalase의 측정

   Catalase 활성도는 시료 20 μL와 1M Tris-HCl, 5 mM EDTA(pH 8.0) 50 μL, H2O2 1500 μ

L, H2O 1430 μL를  혼합하여 전체 3 mL을 240 nm에서 20초 간격으로 3분간 측정하 다. 효

소의 활성도는 H2O2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의 양을 단백질 1 mg당 1분의 반응정도로 나타

내었다.

   (아) Superoxide dismutase(SOD)의 측정

   SOD의 측정은 시료 20 μL과 50 mM potassium phosphate(pH 7.8) 2100 μL, 0.5 mM 

xanthine 300 μL, 1% deoxychloride 100 μL, 2 mM potassium cyanide 100 μL, 0.1 mM ferric 

cytochrome C 300 μL와 xanthine oxidase 20 μL를 혼합하여 550nm에서 3분간 분광광도계로 

측정하 다. 단위는 단백질 1 mg당 1분간의 반응정도로 나타내었다.

   (자) 혈청지질의 분석

   고혈압관련 TG, cholesterol, HDL, phospholipid의 분석은 kit를 사용하여 분광광도법으로 

37℃, 550 nm에서 5분간 측정하 다.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 판정에 사용되는 요인으로는 동

맥경화지수(AI:atherogenic Index)는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 HDL cholesterol 공식

으로 산출하 으며, HTR은 HDL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로 계산하 다.

   (차) 간의 지질 분석

   간의 총 지질은 Folch법
(74)

으로 추출하 다. 즉, 적출된 간조직은 무게 측정후 chloroform 

-methanol(2:1, v/v) 용매를 가하여 homogenizer로 균질화한 다음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감압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총지질 함량을 구하 다. 간장의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의 측정은 감압건조시킨 총지질을 

chloroform 3 mL에 용해한 후 효소비색법을 이용한 kit(Wako Co., Japan)를 사용하 으며, 분

광광도계(Beckman DU series-70)로 505 nm에서 측정하 다. 중성지질은 550 nm에서 흡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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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다. 기존 고염 제품 대비 감마선 이용 저염 발효제품의 안전성 비교 평가

  (1) 새우젓의 제조 및 방사선 조사

   새우(shrimp, Acetes chinensis)는 전북 군산어시장에서 어획 즉시 빙장한 선도 좋은 젓새

우를 구입하여 3%의 식염수로 깨끗이 세척한 후 20%의 식염농도가 되도록 식염을 혼합하여 

4℃에서 12시간 침적한 후 15℃에서 발효시키면서 최적 숙성기에 도달하기전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이 400 mg%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각각 나누어 병입하 다. 방사선 조사는 10 및 20 kGy

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2) 실험동물 및 실험설계

   실험동물은 체중 100 g정도되는 Sprague-Dawley계의 수컷흰쥐를 대한실험 동물센타로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7마리씩 13군으

로 나누어 8주 동안 사육하 다. 사용한 젓갈 시료는 10 kGy 와 20 kGy로 방사선 처리하 다. 

실험군은 정상식이군, 젓갈시료 투여군, 고염식이군, 고지방식이군, MNNG 투여군으로 구분하

여 실시하 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광은 12시간 명암 조명

(07:00-19:00)을 유지하 다. 물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사료는 매일 일정한 시간

에 일정량을 주었고, 체중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

  (3) 실험사료의 구성

   식이는 각 재료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dered mixed diet
(73)

를 사용하 으며 대조군의 식이 

구성은 casein 20%, AIN-76 mineral mixture 3.5%,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18%, alpha-cellulose 5.0%, corn starch 15%, sucrose 49.7%를 공급하 다. 

방사선 조사 새우젓은 습량 기준으로 diet의 5% 수준으로 첨가하 으며 NaCl은 총 diet의 2% 

수준으로 첨가하 다.

  (4) 실험동물의 처리

   실험동물은 도살전 12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로 흡입 마취시킨 다음 경추탈골법에 의해 

희생시켰다. 쥐의 심장 박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으로부터 채혈하고 3,000 rpm, 4℃

에서 20분간 원심 분리시키고 얻은 혈청은 분주 후 즉시 -70℃의 냉동고에 보관한 다음 사용

하 다. 간, 비장, 신장 등은 부착되어 있는 지방이나 결체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후 차가운 생

리 식염수(0.9%, NaCl)로 세척하여 혈액을 제거한 다음,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

정하 으며 분석 전까지는 -70℃의 냉동고에 보관하 다.

  (5) 혈청지질, 간 지질 분석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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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간 항산화 효소시험을 위한 효소원의 조제 및 혈청중의 간 기능성 시험을 위한 지표  

      효소 측정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7)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및 catalase 활성능의 

측정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8) 장기 및 간기능 분석

   방사선 조사 젓갈이 생채내에서 장기 및 간기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한 고지방

식이를 동시에 투여하 을 때 그리고 발암물질 투여시에 방사선 조사 젓갈이 이들 대사에 미

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동물 및 시료

   실험동물은 체중 100 g정도 되는 Sprague-Dawley계의 수컷흰쥐를 대한실험 동물센타로부

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7마리씩 12군

으로 나누어 6주 동안 사육하 다. 사용한 젓갈 시료는 0 kGy, 10 kGy 와 20 kGy로 방사선 

처리하 다. 실험군은 정상식이군, 식염첨가식이군, 고지방식이군, MNNG 투여군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군에 세부군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다른 젓갈 투여군으로 구분하여 4주간 투여하 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광은 12시간 명암 조명(07:00-19:00)을 유지하

다. 물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사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량을 주었고, 체

중은 일주일에 2회 측정하 다.

   (나) 실험사료의 구성

   실험동물의 칼로리 공급은 쥐가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ad libitum), 섭취하는 칼로

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Chow Diet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식이재료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ered mixed diet
(73)

를 사용하 다. 대조군의 식이구성은 casein 20%, AIN-76 mineral mix 

3.5 %, AIN-76 vitamin mix 1%, DL-methionine 0.18%, alpha-cellulose 5.0%, corn starch 

15%, sucrose 49.7%를 공급하 으며, 고지방식이군은 sodium cholate 0.25%, lard 10%, 

cholesterol 1%를 공급하 다.

   (다) FER 및 증체율, 사료섭취량의 측정

   매주 2회씩 동물의 몸무게와 사료섭취량을 측정하 다. 또한 사료효율과 단백질효율 즉 

FER(Food Efficiency Ratio)과 PER(Protein Efficiency Ratio)을 측정하 다
(75)

. 사료와 물의 공

급, 위생관리, 청소 등을 철저히 하고 동물의 상태를 면 히 관찰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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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동물의 관리 및 동물의 도살, 처리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 다.

   (마) 혈청 중의 간 기능성 시험을 위한 지표효소 측정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바)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76)

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Mean)±표준편차(SEM)로 표시하 고 각 군의 평균차의 통계적 유

의성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 다.

 라. 감마선 조사 반건조 수산식품(꽁치 과메기)의 안전성 평가 

  (1) 시료의 조제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과메기를 시료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증류수 혹은 50% 메탄올을 

넣어 mixer로 3분간 균질화하고, shaking incubator에서 4℃, 20 rpm으로 하룻밤 동안 추출한 

후 10,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이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얻은 상

층액을 동결건조 혹은 감압농축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평가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 등 단기 안전성 평가는 전통발효식품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

시하 다.

 마. 방사선이용 유해물질 제거 및 저감화 기술개발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발암성 N-Nitrosamine과 아질산염의 분해 특성

   (가) N-Nitrosamine의 전처리 및 방사선 조사 

   N-Nitrosodimethylamine(NDM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및 

N-nitorosopyrrolidine(NPYR, Sigma)의 표준물질을 ethanol, dichloromethane(DCM) 및 증류수

(distilled water, DW)에 각각 용해시킨 후 4℃에서 보관하면서 stock solution으로 사용하 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

(15±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각각 0, 2.5, 5.0, 7.5, 10, 15 및 20 kGy의 총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 으며, 이때 각 용매에 따른 NDMA 및 NPYR은 유리 시험관상에서 방사선 조

사하 고 시료의 최종농도는 각각 1 ppm이었다. 

   (나) GC-TEA를 이용한 N-Nitrosamine의 분석 

   방사선 조사 후 NDMA 및 NPYR의 정량은 gas chromatograph(GC, Model 5890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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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lett-Packard Co., Wilmington, DE, USA) 및 화학발광 검출기인 thermal energy 

analyzer(TEA, Thermo Electron Model 502B, Waltham, MA, USA)를 이용하 다. GC의 분석

조건은 오븐온도를 50℃에서 5분간 유지한 후 5℃/min의 속도로 200℃까지 승온시켰고, 운반

기체로는 helium을 사용하여 3.5 mL/min의 압력으로 조절하 다. 주입구의 온도는 200℃로 고

정한 후 2.0 μL씩 주입하여 비극성 SPB-5 용융 실리카 모세관 컬럼(non-polar SPB-5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m×0.53mm I.D., Supelco Co., Bellefonte, PA, USA)으로 분리하 다. 

모든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다) Kinetics 

   방사선 조사에 의한 NDMA 및 NPYR의 파괴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hiu와 Chen
(77)

의 방

법을 응용하여 흡수선량을 시간단위로 변환시킨 후 조사시간과 NDMA 및 NPYR 농도의 대수

적 변화로부터 파괴 속도상수(K, breakdown rate constant, min
-1
)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여 산출하 다. 

K=-ln(CA/C0)/t 

(CA: 감마선 조사에 따른 NDMA, NPYR의 농도, C0: NDMA, NPYR의 초기농도, t: 감마선 조사시간(; 83.3 

Gy/min))

  (라) Nitrosation 반응 

   방사선 조사 후 파괴된 N-nitrosamine의 재생성 여부는 Mirvish 등
(78)

에 의한 in vitro 방법

을 변형하여 sodium nitrite 첨가 및 무 첨가의 두가지 조건으로 각각 측정하 다. 방사선 조사

된 NDMA 및 NPYR을 1 mL 취한 후 50 mM sodium nitrite 첨가시키거나 혹은 첨가시키지 

않고, 50 mM sodium citrate를 이용하여 10 mL 정용한 후 반응액을 항온수조에서 37℃로 유

지시켰다. 이때 60% perchloric acid로 반응액을 인체의 위액환경 조건인 pH 2, 3 및 4로 각각 

조정하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5 N sodium hydroxide로 반응액의 pH를 13으로 

조정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반응 후 sodium chloride 1 g을 가하고 분획 깔대기상에서 DCM 

50 mL을 가하여 추출하 다. 이때 내부 표준물질로는 N-nitrosodipropylamine(NDPA, Sigma)

을 사용하 고, NDMA 및 NPYR의 평균 회수율은 각각 92.1±0.26% 및 89.8±0.35%이었다. 

   (마) UV-Spectrum 

   NDMA 및 NPYR의 표준물질을 10 ppm의 농도로 조제하고 감마선 조사한 후 

UV-spectrophotometer(UV-1601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00-800 nm로 

scanning 하 다. 

   (바) GC-MS에 의한 조사분해물의 동정 

   NDMA와 NPYR의 농도를 각각 3,000 ppm으로 조제하여 방사선 조사 후의 분해산물을 

gas chromatography(GC Model 5890, Hewlett Packard, Co., Wilmington, DE, USA)에 mass 

spectrometry(MSD Model 5972, Hewlett Packard, Co., Wilmington, DE, USA)를 장착하여 검

출하 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DB-5 capillary column(30 m × 0.25 mm i.d., 1.0 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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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이며, 헬륨을 1 mL/min의 유속으로 흘려보냈다. 이때 injection port의 온도는 250℃

고, oven의 온도는 50℃에서 5분간 유지시킨 후 10℃/min의 속도로 250℃까지 상승시켰다. 

Splitless의 상태로 분석하 으며, 시료의 주입량은 2 μL로 하 다. Mass spectrometry의 이온

화 전위는 EI mode로 70 eV이며, 46-550 m/z의 scan 범위를 갖고, scan 속도는 2.94 

scan/sec, 이온화 온도는 200℃ 다. 분석후 동정은 Wiley Library(Hewlett Packard Co., 

Wilmington, DE, USA)를 이용하여 데이터 peak과 대조비교하 다.

   (사) 아질산염의 전처리 및 방사선 조사  

   Sodium nitrite(Sigma Co.,St. Louis, MO, USA)의 순수물질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최종농도

가 100 ppm이 되도록 조제한 후 0, 5, 10, 15, 20, 25, 30 및 4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감마선 조사하 다.

   (아) 아질산염의 정량 및 kinetics 

   방사선 조사 후 아질산염의 함량은 AOAC no. 973.31
(79)

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파괴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hiu 및 Chen
(77)

의 방법을 응용하여 흡수선량을 시간단위로 변환시킨 

후 조사시간과 아질산염 농도의 대수적 변화로부터 파괴 속도상수(K, breakdown rate 

constant, min
-1
)를 산출하 다. 

   (자) N-Nitrosodimethylamine 생성능 측정 

   방사선 조사 후 파괴된 아질산염의 N-nitrosamine 생성능력을 Mirvish 등
(78)

에 의한 in 

vitro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한 후 생성된 NDMA는 GC-TEA를 이용하여 전술한 방법과 동일

하게 분석하 다. 

   (차) 통계 분석 

   모든 데이타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76)

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에서의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 다.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biogenic amine의 radiolysis

   (가) 시료의 전처리

   Biogenic amines(BAs)의 표준시약으로 putrescine, cadaverine, β-phenylethylamine, 

tryptamine, spermidine, spermine, histamine, tyramine 및 agmatin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각각 10 mg%의 농도로 조제하여 실험에 사용하 으며, 0, 2.5, 5, 10, 15, 

20 및 2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하 다. 

   (나) Biogenic amines의 분석

   BAs의 분석은 시료 2 mL에 2 M NaOH 1 mL와 benzoyl chloride 10 μL를 가하여 30℃에

서 40분간 반응을 시킨 후(benzoylation), 포화 NaCl 2 mL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diethyl 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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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L를 가하여 vortex mixer(G-560,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를 이용, 3

분간 추출한 후 2,5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 다. 상등액 1.5 mL를 분취한 후 질

소 가스를 사용하여 diethyl ether를 모두 건조시키고, methyl alcohol(HPLC grade) 1 mL에 

용해하여 HPLC system으로 분석하 다. BAs 분석에 사용한 HPLC system은 Separations 

module(2690, Waters Co., Milford, MA, USA), Photodiode array detector(996, Waters), 

Millennium 32 chromatography manager(System Software, Workstation version 3.01, 

Waters), Symmetry
Ⓡ 

C18, 3.9 × 150 mm, particle size ; 5 μm column(Waters)을 사용하 으

며, 이 때 HPLC의 분석조건은 이동상으로서 methyl alcohol : water(gradient composition ; 

50, 70, 85, 100%)를 0.9 mL/min의 유속으로 사용하 으며, injection volume은 20 μL, column 

온도는 25℃로 고정하여 225 nm에서 분석하 다. 모든 측정은 전과정을 3회 반복하여 시행하

다. 또한 위의 전술한 kinetic model system으로부터 감마선에 의한 파괴 속도상수를 예측하

다.

   (다) 통계분석 

   BAs 함량 측정 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sion 5th edit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76)

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의 유의차 검정을 하 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단기 안전성 평가 

  (1) 장류 추출물의 수율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물추출 분획의 수율은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경우 24.8, 18.6, 21.4, 15.3 g/100 g 이었으나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26.0, 21.2, 24.1, 17.3 g/100 g인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득율이 다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2-1). 

  (2) Ames test에 의한 방사선 조사된 장류의 돌연변이 유발능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현탁액을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 100, 

1535 및 1537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2∼2-5와 같다.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예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10,000 μg/plate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시험에 사용한 4개 균주의 생균수는 흡광도에 의한 

측정 결과 1.0∼1.8 x 10
9
/mL로 적정 수준이었다. 각 시험에서 음성대조군의 복귀 돌연변이 집

락수는 문헌치
(71)

의 범위 이내 으며 양성대조 화합물에 의해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실험이 적합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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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Yield of concentrated extracts from samples

Sample
Water soluble fraction (g / 100 g)

20 kGy-irradiated sample nonirradiated sample

Kanjang 26.0 24.8

Doenjang 21.2 18.6

Kochujang 24.1 21.4

Chungkukjang 17.3 15.3

Table 2-2.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Kanjang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Irradiation

1)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Kanjang 10,000 - - 36±6 174±11 24±5  9±2

5,000 - - 33±4 164± 4 23±2 10±3

2,500 - - 29±3 173± 8 23±5  6±1

1,250 - - 30±2 157±13 20±4  7±1

625 - - 28±1 143±17 21±3  6±2

10,000 - + 30±7 164±13 26±1 12±2

5,000 - + 29±2 154±18 21±6  8±2

2,500 - + 31±4 163± 3 14±1 12±3

1,250 - + 26±1 167± 5 26±3  9±2

625 - + 32±3 155± 6 16±4  8±1

10,000 + - 36±5 142±12 15± 5 12±1

5,000 + - 34±3 155±10 24± 4  9±2

2,500 + - 39±7 143± 9 17± 8 12±7

1,250 + - 32±9 174±11 19± 3 11±2

625 + - 35±2 159±19 20± 5 10±6

10,000 + + 38±5 137±19 26±0 8±3

5,000 + + 37±8 159±27 29±7 9±6

2,500 + + 36±5 155±34 19±6 11±2

1,250 + + 38±3 147±29 21±6 12±7

625 + + 31±7 143±25 17±3 10±3

H2O - 33±2 161±18 20±1  7±1

4NQO2) 0.5 - 339±46

SA
3)

0.5 - 395±62 231±51

9-AA
4)

50 - 723±101

2-AA5) 0.4 + 149±26 193±31

2 + 187±4 90±5
1)
Irradiation(20 kGy of Co-60 gamma-ray) was treated to the test material before extrac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4-Nitroquinoline-1-oxide (4NQO), 

3)
Sodium azide (SA), 

4)
9-Aminoacridine (9-AA), 

5)
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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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Doenjang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Irradiation1)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Doenjang 10,000 - - 39±4 172±18 25± 7  7±2

5,000 - - 40±1 184± 6 23± 4  9±2

2,500 - - 35±1 167±14 26± 6 10±3

1,250 - - 33±5 142± 7 22± 5  8±1

625 - - 28±2 166± 3 23± 1  7±2

10,000 - + 40±6 167± 7 25±10  8±1

5,000 - + 38±2 214± 9 26± 6 14±1

2,500 - + 35±5 179±12 19± 8 10±4

1,250 - + 36±4 201±25 23± 4  5±2

625 - + 37±3 165± 2 21± 5  6±1

10,000 + - 41±3 196±12 28±4 11±2

5,000 + - 43±2 184± 9 29±3  6±3

2,500 + - 31±5 157±17 23±4  9±4

1,250 + - 43±7 185± 5 26±7  8±2

625 + - 46±4 169± 4 31±5 9±3

10,000 + + 44±6 194±16 32±3 14±2

5,000 + + 34±3 184±15 24±2 13±1

2,500 + + 36±7 155±18 23±1 15±3

1,250 + + 26±5 175±22 27±4 12±2

625 + + 38±9 184±13 25±2 13±5

H2O - 32±4 147±32 18± 5  7±6

4NQO
2)

0.5 - 423±46

SA
3)

0.5 - 365±62 312±51

9-AA
4)

50 - 723±101

2-AA
5)

0.4 + 236±31 276±44

2 + 645±37 137±21
1)
Irradiation(20 kGy of Co-60 gamma-ray) was treated to the test material before extrac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4-Nitroquinoline-1-oxide (4NQO), 

3)
Sodium azide (SA), 

4)
9-Aminoacridine (9-AA), 

5)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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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Kochujang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Irradiation1)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Kochujang 10,000 - - 38± 5 172±13 29± 8  7±1

5,000 - - 37± 5 170± 5 25± 4  4±2

2,500 - - 29± 8 153±12 20± 8 12±3

1,250 - - 36±13 144±10 19± 6  8±1

625 - - 34± 4 164± 2 13± 3  6±1

10,000 - + 35± 2 171± 8 24± 4 10±3

5,000 - + 37± 6 168± 5 30±11  5±2

2,500 - + 38± 5 157±14 20± 9  8±3

1,250 - + 36± 7 141± 6 17± 3  7±1

625 - + 21±10 142±11 18± 4  5±2

10,000 + - 38±3 167± 1 29±2 9±2

5,000 + - 35±2 184± 7 34±4 8±3

2,500 + - 33±4 149± 9 25±1 6±4

1,250 + - 29±2 184±10 27±4 3±4

625 + - 28±3 157± 7 24±2 7±2

10,000 + + 30±4 166± 4 23±3 8±3

5,000 + + 38±5 172± 7 22±3 7±5

2,500 + + 30±2 166± 3 16±1 8±2

1,250 + + 28±2 175±12 25±2 4±3

625 + + 37±5 188±10 27±5 6±1

H2O - 22±5 138±27 12± 3  5±1

4NQO
2)

0.5 - 512±36

SA
3)

0.5 - 437±52 472±48

9-AA4) 50 - 627±84

2-AA
5)

0.4 + 356±42 474±28

2 + 337±58 638±85
1)Irradiation(20 kGy of Co-60 gamma-ray) was treated to the test material before extrac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4-Nitroquinoline-1-oxide (4NQO), 3)Sodium azide (SA), 4)9-Aminoacridine (9-AA), 
5)
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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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water-soluble 

fraction of nonirradiated and 20 kGy-irradiated Chungkukjang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Irradiation

1)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Chung- 10,000 - - 39±3 170±12 30±5 12±2

kukjang 5,000 - - 40±8 161±11 29±7  5±1

2,500 - - 41±6 186± 6 27±3  8±2

1,250 - - 38±1 159± 2 22±3  7±1

625 - - 34±7 162± 3 20±2  6±2

10,000 - + 42±7 175± 3 28±4  6±2

5,000 - + 43±2 183± 5 26±3  5±1

2,500 - + 38±4 213± 1 30±1  7±2

1,250 - + 41±2 132±11 25±5  7±2

625 - + 33±8 151±12 25±2  8±1

10,000 + - 39±3 182±13 27± 9  6±2

5,000 + - 42±2 157± 7 39±10 13±5

2,500 + - 43±3 149±15 31± 5  9±4

1,250 + - 42±6 175± 9 32± 9  8±6

625 + - 31±4 177±12 28±11  9±3

10,000 + + 41±5 178± 6 33±12 10±3

5,000 + + 44±2 154±12 32± 6 11±5

2,500 + + 40±7 180± 6 31± 4  8±6

1,250 + + 35±3 143± 4 27±11  7±2

625 + + 38±6 159± 7 37± 3  8±6

H2O - 35±4 178± 8 22±5  4±2

4NQO
2)

0.5 - 267±63

SA
3)

0.5 - 379±48 468±49

9-AA
4)

50 - 612±85

2-AA
5)

0.4 + 279±37 365± 25

2 + 384±53 578±75
1)
Irradiation(20 kGy of Co-60 gamma-ray) was treated to the test material before extrac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4-Nitroquinoline-1-oxide (4NQO), 

3)
Sodium azide (SA), 

4)
9-Aminoacridine (9-AA), 

5)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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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대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의 물분획 추출물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적

용 농도인 10,000 μg/plate 까지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

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대조구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첨가한 상태에서도 역시 이들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각각의 시험적용 농도에서 복

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

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한 시료 및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대하여 전 시험적용농도

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고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장류가 직접변이원이나 간접변이원으로 작용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SOS Chromotest에 의한 방사선 조사된 장류의 돌연변이 유발능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현탁액을 첨가하 을 때  E. coli 

PQ37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6∼2-9와 같다. 각 시험에서 음성대

조군의 IF값은 1.5이하 으며 양성대조 화합물에 의해 IF값이 현저히 증가하여 본 실험이 적합

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대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물 또는 용매분

획 추출물의 SOS Chromotest 결과, 시험적용 농도인 10,000 μg/assay 까지의 농도에서 대조구

와 유사한 범위의 IF값을 나타내었다. 또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첨가한 상태

에서도 각각의 시험적용 농도에서 대조구와 방사선 조사구 모두 1.5이하의 유사한 IF값을 보

다. 전체적으로 IF값은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구의 경

우 비조사 대조구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간장이나 된장보다 고추장이나 

청국장을 첨가하 을 때 더 높은 IF값을 보 는데 이는 남은 색소에 의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장류의 SOS Chromotest 실험결과 감마선 조사한 시료 및 비조사 시료에 대하

여 전 시험적용농도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원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고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장류가 직접변이원이나 

간접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사선 조사된 장류의 

Ames test에서 돌연변이원성이 없었다는 보고
(12)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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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SOS induction in E. coli PQ37 by Kanjang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n 

exogenous metabolizing system

Sample ㎍/assay
S-9 

mix

β-gal
1)

(unit)

ap
2)

(unit)
Ratio IF

3)

D.W. - 4.81 19.90 0.24 1.00

0 kGy 10000 - 4.54 19.85 0.24 1.00

5000 - 4.10 18.71 0.22 0.91

1250 - 5.21 22.64 0.23 0.95

625 - 4.82 20.35 0.24 0.98

323 - 4.54 19.90 0.23 0.94

20 kGy 10000 - 4.48 19.07 0.23 0.97

5000 - 4.60 19.93 0.23 0.95

1250 - 4.84 21.93 0.23 0.94

625 - 4.86 21.30 0.24 0.97

323 - 4.50 19.67 0.23 0.95

4-NQO4) - 15.64 12.88 1.21 5.02

D.W. + 4.25 14.44 0.29 1.00

0 kGy 10000 + 3.73 13.00 0.29 0.97

5000 + 4.92 16.02 0.31 1.04

1250 + 4.78 15.14 0.32 1.07

625 + 4.16 13.77 0.30 1.02

323 + 4.46 15.48 0.29 0.98

20 kGy 10000 + 4.64 16.20 0.29 0.97

5000 + 4.08 15.00 0.25 0.92

1250 + 4.60 16.72 0.26 0.93

625 + 4.86 13.77 0.35 1.20

323 + 4.80 15.48 0.31 1.05

B(α)P
5)

+ 14.04 13.75 1.02 3.47

 

1)
β-gal; β-galactosidase.

2)
ap; alkaline phosphatase.

3)IF; induction factor.
4)
4-NQO; 4-nitroquinoline-N-oxide.

5)
B(α)P; benzo(α)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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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SOS induction in E. coli PQ37  by Doenjang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n exogenous metabolizing system

Sample ㎍/assay
S-9
mix

β-gal
1)
(

unit)
ap

2)

(unit)
Ratio IF

3) S-9
mix

β-gal
(unit)

ap
(unit)

Ratio IF

D.W. - 2.00 9.70 0.21 1.00 + 3.73 15.69 0.24 1.00

0 kGy 10000 - 3.11 11.80 0.26 1.28 + 5.54 20.08 0.28 1.16

5000 - 2.83 11.76 0.24 1.17 + 5.14 18.49 0.28 1.17

1250 - 2.80 12.74 0.22 1.07 + 4.71 16.27 0.29 1.22

625 - 2.55 12.15 0.21 1.02 + 4.39 17.26 0.25 1.07

323 - 2.61 12.05 0.22 1.05 + 4.60 17.83 0.26 1.08

20 kGy 10000 - 3.37 13.10 0.26 1.25 + 5.18 21.64 0.24 1.01

5000 - 2.84 13.34 0.21 1.03 + 5.40 19.85 0.27 1.14

1250 - 2.36 9.97 0.24 1.15 + 4.94 19.48 0.25 1.07

625 - 2.56 11.83 0.22 1.05 + 4.97 19.29 0.26 1.08

323 - 2.62 12.19 0.21 1.04 + 4.54 17.82 0.25 1.07

DMSO - 1.39 7.30 0.19 1.00 + 2.81 14.09 0.20 1.00

0 kGy 10000 - 1.69 8.30 0.20 1.07 + 3.76 18.70 0.20 1.01

5000 - 2.01 8.63 0.23 1.22 + 3.56 17.63 0.20 1.01

1250 - 1.79 8.54 0.21 1.10 + 2.79 13.88 0.20 1.01

625 - 1.38 6.29 0.19 1.15 + 3.07 15.76 0.19 1.09

323 - 1.46 6.21 0.19 1.23 + 3.73 17.15 0.22 0.97

20 kGy 10000 - 1.90 9.26 0.21 1.08 + 3.71 19.13 0.19 0.99

5000 - 1.65 7.65 0.24 1.13 + 3.04 15.40 0.20 0.97

1250 - 1.70 7.90 0.22 1.13 + 3.02 15.00 0.20 1.01

625 - 1.57 7.32 0.20 1.13 + 3.05 14.30 0.21 1.07

323 - 1.59 6.90 0.22 1.21 + 3.68 16.96 0.22 1.09

4-NQO
4)

- 15.25 13.75 1.837 9.65 -

B(α)P5) + 12.68 15.60 0.83 4.17

 

1)
β-gal; β-galactosidase.

2)ap; alkaline phosphatase.
3)
IF; induction factor.

4)
4-NQO; 4-nitroquinoline-N-oxide.

5)B(α)P; benzo(α)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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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SOS induction in E. coli PQ37  by Kochujang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n exogenous metabolizing system

Sample ㎍/assay
S-9

mix

β-gal
1)
(

unit)

ap
2)

(unit)
Ratio IF

3) S-9

mix

β-gal

(unit)

ap

(unit)
Ratio IF

D.W. - 3.57 20.51 0.17 1.00 + 5.15 17.52 0.29 1.00

0 kGy 10000 - 4.67 20.00 0.23 1.34 + 5.89 19.65 0.30 1.02

5000 - 5.29 20.47 0.21 1.23 + 5.12 19.13 0.32 1.09

1250 - 4.29 20.10 0.21 1.22 + 5.84 18.78 0.31 1.05

625 - 4.57 20.28 0.23 1.29 + 5.26 19.80 0.27 0.90

323 - 4.87 20.86 0.23 1.34 + 5.02 17.87 0.28 1.06

20 kGy 10000 - 4.93 20.67 0.23 1.31 + 5.40 17.96 0.30 1.02

5000 - 4.64 21.15 0.22 1.26 + 5.72 18.92 0.30 1.03

1250 - 4.53 20.47 0.22 1.27 + 5.50 19.12 0.29 0.98

625 - 4.39 19.44 0.23 1.30 + 5.36 18.99 0.28 0.96

323 - 4.76 21.31 0.22 1.28 + 4.88 17.64 0.28 0.94

DMSO - 2.05 10.39 0.20 1.00 + 3.47 15.17 0.23 1.00

0 kGy 10000 - 3.00 12.33 0.24 1.23 + 4.48 18.82 0.24 1.04

5000 - 3.29 12.80 0.26 1.30 + 3.22 13.23 0.24 1.06

1250 - 3.06 12.54 0.24 1.24 + 3.67 15.90 0.23 1.01

625 - 2.81 12.47 0.23 1.14 + 4.18 15.22 0.27 1.20

323 - 2.57 11.45 0.22 1.13 + 4.88 16.85 0.29 1.27

20 kGy 10000 - 3.47 13.40 0.26 1.31 + 4.16 17.26 0.24 1.05

5000 - 3.21 12.27 0.26 1.32 + 2.76 11.00 0.25 1.10

1250 - 3.23 13.27 0.24 1.23 + 3.52 13.53 0.26 1.14

625 - 3.22 12.67 0.25 1.29 + 4.02 16.02 0.25 1.10

323 - 3.27 13.07 0.25 1.27 + 3.84 15.97 0.24 1.05

4-NQO4) - 10.33 11.64 0.89 4.49 -

B(α)P
5)

+ 10.20 15.50 0.66 2.88

 

1)
β-gal; β-galactosidase.

2)
ap; alkaline phosphatase.

3)IF; induction factor.
4)
4-NQO; 4-nitroquinoline-N-oxide.

5)
B(α)P; benzo(α)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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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SOS induction in E. coli PQ37  by Chungkukjang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an exogenous metabolizing system

Sample ㎍/assay
S-9
mix

β-gal
1)
(

unit)
ap

2)

(unit)
Ratio IF

3) S-9
mix

β-gal
(unit)

ap
(unit)

Ratio IF

D.W. - 3.47 14.47 0.24 1.00 + 2.54 9.55 0.27 1.00

0 kGy 10000 - 6.33 23.89 0.27 1.11 + 4.72 16.00 0.27 1.12

5000 - 5.47 20.61 0.27 1.11 + 4.01 15.36 0.26 0.98

1250 - 4.87 17.49 0.28 1.16 + 3.91 15.41 0.25 0.96

625 - 4.47 17.47 0.26 1.07 + 3.93 14.83 0.27 1.00

323 - 4.47 17.80 0.25 1.05 + 3.30 14.37 0.23 0.87

20 kGy 10000 - 6.67 21.80 0.31 1.28 + 4.29 16.44 0.26 0.98

5000 - 5.80 20.47 0.28 1.18 + 4.06 15.61 0.26 0.98

1250 - 5.13 21.80 0.24 0.98 + 3.37 15.52 0.24 0.91

625 - 4.47 17.40 0.26 1.07 + 3.67 14.57 0.25 0.95

323 - 4.07 17.13 0.24 0.99 + 3.18 13.67 0.23 0.88

DMSO - 2.07 15.60 0.13 1.00 + 2.51 10.55 0.24 1.00

0 kGy 10000 - 2.87 16.80 0.17 1.29 + 3.31 14.88 0.22 0.94

5000 - 3.00 18.20 0.16 1.24 + 3.05 13.10 0.23 0.98

1250 - 3.07 18.80 0.16 1.23 + 2.64 12.57 0.21 0.89

625 - 2.80 18.70 0.15 1.13 + 2.61 10.89 0.24 1.00

323 - 2.60 17.20 0.15 1.14 + 2.60 10.79 0.24 1.01

20 kGy 10000 - 3.33 19.00 0.18 1.32 + 3.10 13.29 0.23 0.99

5000 - 3.20 19.40 0.16 1.25 + 2.59 12.84 0.20 0.85

1250 - 3.27 18.70 0.17 1.32 + 2.60 11.60 0.22 0.94

625 - 3.20 19.00 0.17 1.27 + 2.53 10.57 0.24 1.00

323 - 3.27 18.60 0.18 1.33 + 2.69 10.64 0.25 1.05

4-NQO
4)

- 14.45 17.50 0.86 6.49 -

B(α)P5) + 16.20 10.30 1.57 8.77

 

1)
β-gal; β-galactosidase.

2)ap; alkaline phosphatase. 
3)
IF; induction factor.

4)
4-NQO; 4-nitroquinoline-N-oxide.

5)B(α)P; benzo(α)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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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멸치액젓의 수득율

   대조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수율은 멸치독성 Table 2-10과 같다. 대조구는 35.57 g/100 mL

이었으나 감마선 조사구는 5 및 10 kGy가 36.57 및 36.95 g/100 mL로 각각 2.8% 및 3.8% 높

게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득율이 다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10. Yield of concentrated extracts from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Sample Water soluble fraction yield (g/100 mL)

 0 kGy1) 35.57

5 kGy 36.57

10 kGy 36.95
1)Gamma irradiation dose.

Table 2-11.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non-irradiated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 A

0 kGy
1)

50,000 -   70±21
2)

286±35  26± 3  14± 1  17± 4

30,000 -  48±10 210± 5  25± 4  15± 2  12± 2

15,000 -  35± 5 138±11  26± 7  16± 7  11± 2

7,500 -  33± 6 141± 7  32± 6  12± 1   9± 1

3,250 -  32± 2 107± 4  20± 6  10± 5  11± 3

1,125 -  25±15 130±14  16± 8  10± 3   7± 2

0  28± 5 126±14  24± 2  14± 2  13± 1

0 kGy1) 50,000 +  96± 8 290±12  40± 7  23± 2  21± 4

30,000 +  55± 8 263±16  39± 6  22± 5  13± 2

15,000 +  43± 2 263±24  36± 2  20± 3  15± 3

7,500 +  41± 3 131± 8  32± 2  18± 8  11± 1

3,250 +  33± 5 117± 4  30± 9  19± 4  17± 2

1,125 +  46± 2 127±11  20± 3  13± 6  10± 1

0  43± 3 125±15  29± 5  16± 3  15± 3 

4NQO
3)

0.5 - 368±22 132±36

SA 0.5 - 401±56 254±30

9-AA 50 - 190±21

2-AA 2 + 326±43 396±35

2-AA 4 + 265±47 285±72 318±41
1)
Gamma irradiation dose.

2)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3)
SA (Sodium azide), 4NQO (4-Nitroquinoline-1-oxide), 9-AA (9-Aminoacridine) and 2-AA 

(2-Aminoanthrace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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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mes test에 의한 감마선 조사된 멸치액젓의 돌연변이 유발능

   대조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현탁액을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 100, 

1535 및 1537과 Escherichia coli WP2 uvr A 균주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11∼2-13과 같다. 대조구 및 감마선 조사구의 예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최대 

포화농도인 50,000 μg/plate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시험에 사용한 5개 균

주의 생균수는 흡광도에 의한 측정 결과 1.0∼1.8 × 10
9
 CFU/mL로 적정 수준이었다. 각 시험

에서 음성대조군의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는 문헌치
(71)

의 범위 이내 으며 양성대조 화합물에 

의해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실험이 적합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대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적용 농도인 50,000 μ

g/plate 까지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및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 대조구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12.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5 kGy gamma irradiated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 A

5 kGy
1)

50,000 -   77±12
2)

142±33  31± 6  13± 2  20± 4

30,000 -  47±12 142±33  31± 6  13± 2  20± 4

15,000 -  34±13 131±13  18± 5  12± 3  13± 2

7,500 -  24± 7 139± 6  24± 4  11± 3  15± 1

3,250 -  28±12 122±13  15± 9  11± 4  16± 1

1,125 -  18± 9  98± 6  10± 3   9± 2  12± 2

0 -  19± 5 103±17  17± 5  13± 1  14± 2

5 kGy
1)

50,000 +  67±15 313±33  51± 3  21± 2  20± 3

30,000 +  52± 5 261±20  40±16  21±10  21± 3

15,000 +  48± 2 108±11  33± 8  17±12  15± 2

7,500 +  41±19 150± 3  27± 6  18± 7  12± 1

3,250 +  37±17 184±15  20± 4  18± 1   9± 2

1,125 +  28± 6 120±17  16± 6  19± 4  10± 2

0 +  29± 3 132±16  26± 4  20± 2  16± 3

4NQO
3)

0.5 - 368±22 132±36

SA 0.5 - 401±56 254±30

9-AA 50 - 190±21

2-AA 2 + 326±43 396±35

2-AA 4 + 265±47 285±72 318±41
1)
Gamma irradiation dose.

2)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3)SA (Sodium azide), 4NQO (4-Nitroquinoline-1-oxide), 9-AA (9-Aminoacridine) and 2-AA 

(2-Aminoanthrace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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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10 kGy gamma irradiated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A

10 kGy1) 50,000 -   76±102) 242±15  41± 4  20± 2  17± 4

30,000 -  47± 4 237±12  34± 5  17± 1  14± 1

15,000 -  31± 4 172±35  28± 9  15± 4  12± 2

7,500 -  28±13 149±11  31± 5   7± 3  11± 2

3,250 -  26± 5 155± 7  18± 9   8± 4  13± 1

1,125 -  22± 3 120± 4  20± 2   9± 1   9± 1

 0 -  21± 4 135±13  21± 3   8± 2  10± 2

10 kGy 50,000 +  71± 3 321±33  31± 2  21± 6  18± 3

30,000 +  61± 8 221±24  31± 2  21±11  16± 2

15,000 +  48± 9 156±21  26± 2  15± 7  17± 3

7,500 +  42± 5 177± 9  33± 7  11± 2  11± 1

3,250 +  52± 1 159± 5  21± 1  19± 8  15± 2

1,125 +  44± 7 148± 9  23± 4  12± 4  13± 2

   0 +  30± 3 135±12  26± 3  16± 3  15± 3

4NQO
3)

0.5 - 368±22 132±36

SA 0.5 - 401±56 254±30

9-AA 50 - 190±21

2-AA 2 + 326±43 396±35

2-AA 4 + 265±47 285±72 318±41
1)
Gamma irradiation dose.

2)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3)SA (Sodium azide), 4NQO (4-Nitroquinoline-1-oxide), 9-AA (9-Aminoacridine) and 2-AA 

(2-Aminoanthrace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한편, 고농도구에서 집락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시험물질의 특성상 염도가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S-9 mixture

를 첨가한 상태에서도 이들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각각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돌

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약 두 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에 대하여 전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

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10 kGy로 감마선 조

사된 멸치액젓이 직접 혹은 간접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208 -

 나. 감마선 조사 전통발효식품의 급성․아급성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1) 급성독성평가

   약 5-7주령의 ICR 마우스에 시험물질인 20 kGy 새우젓 및 조개젓을 투여가능 최고 용량인 

5,000 mg/kg으로 하고 공비를 2로 하여 5 용량군을 경구 투여하여, 2주간의 급성독성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시험 전기간을 통하여 마우스 암수 모두에서 폐사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14, 2-15). 또한 감마선 조사 새우젓 및 조개젓(20 kGy) 투여 후, 본 시험물질에 의

한다고 생각되는 특이적인 임상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14, 2-15). 체중측정 결과에서

도 본 물질을 투여한 자성 및 웅성마우스의 체중변화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투여 용량군간의 체중변화는 용량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16). 실험종료시 

모든 장기에 대한 육안적 병변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마우스 암수 모두에서 감마선 조사 새우

젓 및 조개젓(20 kGy)의 투여에 기인한다고 사료되는 이상 증후를 관찰하지 못하 다.

이상과 같이 시험물질인 20 kGy 조사새우젓 및 조개젓의 마우스에 대한 급성경구 독성시험에

서 상기의 일반상태, 체중변화 및 부검소견 등에는 별다른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대투

여가능 용량인 5,000 mg/kg에서도 사망한 예가 없었다. 따라서, 마우스에 대한 경구 LD50값은 

투여가능 최대용량인 5,000 mg/kg body weight 이상으로 평가된다.

Table 2-14. Mortality and clinical signs in ICR mice orally treated with 20 kGy-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Sex

Dose

(mg/kg

)

No of

animals

   Hours Days after treatment
Mortality Clinical

signs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ale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
1)

NAD

NAD

NAD

NAD

NAD

Femal

e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

NAD

NAD

NAD

NAD

NAD
1)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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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5. Mortality and clinical signs in ICR mice orally treated with 20 kGy-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ellfish

Sex Dose No of    Hours Days after treatment Mortality Clinical
(mg/kg

)
Animals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igns

Male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
1)

NAD

NAD

NAD

NAD

NAD

Femal

e

5000

2500

1250

 625

 313

   0

10

10

10

10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10

0/10

0/10

0/10

0/10

NAD

NAD

NAD

NAD

NAD

NAD
1)NAD : no abnormalities detected.

Table 2-16. Body weights in ICR mice orally treated with 20 kGy-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Sex Dose(mg/kg)
Body weight(g)

0 day 7 day 14 day

Male

5000 27.1±0.6a 34.2±1.4 35.6±1.5

2500 27.8±0.8 33.4±1.8 36.4±1.7

1250 27.3±0.6 32.8±1.5 37.4±2.2

625 27.5±0.9 33.3±1.8 36.1±2.6

313 27.1±0.7 34.3±1.4 37.1±1.5

0 28.1±0.5 34.1±1.6 35.7±1.7

Female

5000 23.0±0.7 25.6±1.7 30.3±1.6

2500 23.0±1.1 24.6±0.7 29.7±1.4

1250 24.2±0.9 28.0±1.4 30.7±2.3

625 25.7±0.8 29.6±1.1 31.4±1.7

313 23.6±0.6 26.7±0.5 29.2±1.2

0 24.0±0.3 27.8±0.7 29.9±1.6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2) 아급성 독성 평가

   감마선조사 젓갈류의 아급성 독성시험은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 및 독성시험 표준작업 

지침서의 일반독성시험법(NISR/SOP/GTX)을 참조하여 4주간 투여한 후 독성의 발현 여부를 

자성 및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여 시험하 다.

   (가) 체중변화, 사료 및 음수 섭취량

   실험동물에 있어서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하는 동안 육안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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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전 시험군에서 폐사동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매주 2회씩 측정한 각 군의 체중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모든 동물에서 대조군에 비해 체중증가율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사료 섭취량 및 음수 소비량에 있어서도 감마선조

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 생화학적 검사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자성 및 웅성 마우스의 혈액학적 검사를 수행한 결과

(Table 2-17), 백혈구수의 경우 혈액 1 L당 10×10
9 
∼ 13×10

9
의 수준으로 자성, 웅성 마우스 

모두 감마선조사 선량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적혈구수에 있어서도 암

수 마우스 모두 혈액 1 L당 9×10
12 

∼ 10×10
12
의 수준으로 감마선조사 새우젓의 투여에 의한 

향은 없었다. 혈소판수는 혈액 1 L당 약 400×10
9 
∼ 500×10

9
의 수준으로 앞선 백혈구 및 적

혈구수와 마찬가지로 자성, 웅성 마우스 모두 감마선조사 새우젓의 투여에 의한 유의적인 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감마선조사 새우젓의 투여는 혈액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

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Table 2-18, 2-19에는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마우스의 혈청 생화학적 검사 결

과를 나타내었다. 웅성 마우스의 경우 혈당치(Glu)가 10 kGy 및 20 kGy 투여군에서 약간 감

소하 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blood urea nitogen(BUN)은 5 kGy에서 약간 증가하 으나 이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otal cholesterol(T-cho), total bilirubin(T-Bil), total 

protein(T-Pro)은 대조군과 비교해 조사 새우젓 투여군 모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밖

에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TG(total glyceride), 

LDH(lactate dehydrogenase), Ca, Alb(albumin), UA(uric acid)도 모든 시험군에서 정상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2-18). 자성 마우스에서는 10 kGy 투여군에서 BUN이 약간 감소하 으나 이

들 변화에는 유의성과 선량 의존성이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생화학적 수치는 웅성 마우스와 마

찬가지로 모두 생리적 정상 범위를 유지하 다(Table 2-19).

Table 2-17. Hematological findings in the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for 4 weeks

Sex Dose
WBC

1)
 RBC

1)
Platelet

109/L 1012/L 109/L

Male

Control  10.5 ± 4.3
2)

9.4 ± 1.7 435.6 ± 45.6

5 KGy 12.3 ± 3.7 9.2 ± 1.4 478.3 ± 34.7

10 KGy 13.4 ± 3.1 9.6 ± 1.2 436.6 ± 46.2

20 KGy 12.5 ± 4.3 9.2 ± 1.3 474.2 ± 27.9

Female

Control 11.4 ± 1.1 10.1 ± 1.6 465.3 ± 57.9

5 KGy 11.6 ± 3.6 9.8 ± 0.9 478.3 ± 48.2

10 KGy 12.4 ± 3.2 9.9 ± 1.6 489.4 ± 63.8

20 KGy 12.6 ± 4.7 10.6 ± 0.4 469.3 ± 73.5
1)
WBC: white blood corpuscles, RBC: red blood corpuscles.

2)Mean±SD, Values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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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뇨검사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마우스의 뇨를 채취하여 뇨당, 뇨단백, 수소이온농도 및 

잠혈(occult blood)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20과 같다. 감마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초래되

는 특이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즉, 뇨당의 경우 모든 시험군에서 음성을 나타냈으며, 뇨 

단백의 경우도 30 mg/dL이상을 나타내는 시험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뇨의 pH는 대부

분이 6∼7 범위의 정상 pH를 나타냈으며, 잠혈에 있어서도 모두 음성을 보 다.

Table 2-18. Serum biochemical values in the 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for 4 weeks

Parameter Control 5 KGy 10 KGy 20 KGy

 Glu1)  246.5 ± 24.22) 242.7 ± 35.8 236.7 ± 37.4 237.7 ± 42.1

T-cho 152.6 ± 18.3 149.0 ± 8.5 144.8 ± 6.8 145.2 ± 14.1

BUN 44.3 ± 4.9 52.2 ± 4.4 45.6 ± 6.4 45.6 ± 5.4

T-Bil 0.3 ± 0.2 0.2 ± 0.1 0.2 ± 0.1 0.3 ± 0.1

GOP 28.3 ± 2.6 25.7 ± 3.6 31.5 ± 3.3 29.3 ± 3.7

GTP 15.5 ± 4.9 14.6 ± 5.2 15.6 ± 5.7 16.3 ± 4.2

T-Pro 5.5 ± 0.2 5.6 ± 0.2 5.4 ± 0.2 5.6 ± 0.2

TG 217.5 ± 46.2 233.6 ± 31.6 226.7 ± 48.2 237.8 ± 37.6

LDH 864.3 ± 232.7 734.2 ± 255.6 831.7 ± 334.7 759.7 ± 278.1

Ca 10.0 ± 0.4 10.0 ± 0.3 9.9 ± 0.4 10.0 ± 0.3

Alb 2.8 ± 0.2 2.9 ± 0.2 2.7 ± 0.2 2.7 ± 0.2

UA 2.8 ± 0.4 2.8 ± 0.5 2.7 ± 0.5 2.8 ± 0.4
1)
Glu: glucose, T-cho: total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T-Bil: total bilirubin, T-Pro: total 

protein, TG: triglyceride, LDH: lactate dehydrogenase, Alb: albumin, UA: uric acid.
2)
Mean±SD, Values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1). 

Table 2-19. Serum biochemical values in the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for 4 weeks 

Parameter Control 5 KGy 10 KGy 20 KGy

  Glu
1)

  216.5 ± 32.2
2)

215.6 ± 33.8 236.8 ± 26.7 221.6 ± 24.7

T-cho 110.6 ± 22.7 103.5 ± 21.5 111.3 ± 23.4 107.3 ± 19.5

BUN 37.8 ± 3.4 38.2 ± 4.6 34.8 ± 4.5 37.5 ± 4.7

T-Bil 0.3 ± 0.1 0.2 ± 0.2 0.4 ± 0.1 0.2 ± 0.1

GOP 36.0 ± 7.4 28.2 ± 3.5 32.4 ± 2.4 28.8 ± 6.6

GTP 12.6 ± 3.1 11.5 ± 2.7 11.5 ± 2.2 12.6 ± 1.9

T-Pro 5.6 ± 0.2 5.3 ± 0.4 5.6 ± 0.4 5.7 ± 0.4

TG 144.0 ± 42.6 156.7 ± 31.7 151.7 ± 41.6 158.8 ± 35.3

LDH 842.4 ± 257.3 957.2 ± 352.6 929.5 ± 257.8 894.7 ± 335.7

Ca 10.2 ± 0.2 10.1 ± 0.8 10.1 ± 0.4 10.3 ± 0.4

Alb 3.0 ± 0.1 3.1 ± 0.2 3.0 ± 0.2 2.9 ± 0.1

UA 2.7 ± 1.3 2.3 ± 1.0 2.6 ± 1.2 2.5 ± 1.5
1)
Glu: glucose, T-cho: total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T-Bil: total bilirubin, T-Pro: total 

protein, TG: triglyceride, LDH: lactate dehydrogenase, Alb: albumin, UA: uric acid.
2)Mean±SD, Values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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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0. Urin analysis in the male and femal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for 4 week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5 kGy 10 kGy 20 kGy control 5 kGy 10 kGy 20 kGy

No. of animal 10 10 10 10 10 10 10 10

Glucose - 10 10 10 10 10 10 10 10

Protein - 0 0 0 0 1 0 1 0

trace 10 10 9 10 9 10 9 10

+30 0 0 0 0 0 0 0 0

pH. 6-7 10 9 9 10 9 9 10 8

7-8 0 1 1 0 1 1 0 2

Occult Blood - 10 10 10 10 10 9 10 10

+ 0 0 0 0 0 0 0 0

   (라) 병리학적 조직검사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마우스의 병리학적 조직검사를 위해 우선 장기를 육안

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동물에서 내부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및 기타 병변 등의 육안

적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다.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4주간 투여한 마우스의 간, 신장 및 폐의 

병리조직학적 검사결과, 간에서는 모든 군에서 염증, 괴사, bilirubin 침착, iron 침착 등의 병적

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간세포의 구조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에서도 염증, 괴사 등의 

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신장세포도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면역학적 요인이

나 독성물질에 기인하는 사구체 및 신세관의 괴사도 관찰되지 않았고 세관세포들이 잘 집되

어있어 부종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폐에서도 염증이나 섬유화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포

의 구조도 정상으로 유지되어 있었다(Table 2-21). 이상의 아급성 독성시험 결과, 20 kGy까지 

감마선 조사한 새우젓의 투여는 어떠한 유의할 만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감마선조사 새우젓을 한국인의 성인 1일 섭취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4주간 마

우스에 경구 투여한 경우 무 향량은 시험한 최고 선량인 20 kGy 이상으로 추정된다.

  (3) 동맥경화지수, 지질 및 생체 효소활성 변화

   (가) 방사선 조사 젓갈이 동맥경화지수에 미치는 향

   동맥경화 지수(Atherogenic index)는 정상식이군(C) 1.910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젓갈 투여

군(SH)이 2.047로 약간의 증가를 보 다. MNNG 투여군(CM)과 MNNG와 방사선 조사 젓갈을 

병용 투여한 군(CMSH)은 대조군에 비해 약간의 증가를 보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22). 총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HDL-cholesterol의 비율(HTR)은 정상식이군의 0.377에 비

해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군이 0.392로 약간 증가하 음이 고찰되었다. 전반적으로 혈청 

HDL-cholesterol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에 의해 약간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질은 정상식이군이 138.60 mg/dL 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로 

116.52 mg/dL로 감소하 고, 발암물질 투여군(CM)은 147.28 mg/dL 이었으나 방사선 조사 젓

갈 투여로 118.15  mg/dL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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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Macroscopic findings in the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irradiated salted 

fermented shrimp for 4 week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5 kGy 10 kGy 20 kGy Control 5 kGy 10 kGy 20 kGy

                     No. of
O r g a n                  
mice

10 10 10 10 10 10 10 10

Kidney 0 0 0 0 0 0 0 0

Spleen 0 0 0 0 0 0 0 0

Liver 0 0 0 0 0 0 0 0

Stomach 0 0 0 0 0 0 0 0

Heart 0 0 0 0 0 0 0 0

Lung 0 0 0 0 0 0 0 0

Adrenal gland 0 0 0 0 0 0 0 0

Reproductive system 0 0 0 0 0 0 0 0

Table 2-22.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athrogenic index, HTR and 

phospholipid of experimental  rats

Groups Atherogenic
2)

HTR
3)

Phospholipid

index (mg/dL)

C
1)

1.910±0.323
a

0.377±0.051
5)b*

138.60±7.07
ab*

SH 2.049±0.218
a

0.392±0.060
ab

116.52±6.15
b

CM 2.157±0.334a 0.364±0.030b 147.28±10.87a

CMSH 2.085±0.471
a

0.413±0.060
a

118.15±5.83
ab

1)C : Control group, SH : Irradiated shrimp fed group, CM : MNNG treated group, CMSH : MNNG 

and  irradiated shrimp administered group.  
2)
Atherogenic index = (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HDL cholesterol.

3)HTR = 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4)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5)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23.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the athrogenic index, HTR and 

phospholipid of experimental rats 

Groups Atherogenic2) HTR3) Phospholipid

index (mg/dL)

C
1)

1.910±0.323
b*

0.377±0.051
b*

138.60±7.07
a**

CL 3.225±2.079a 0.312±0.053c 118.54±3.43b

CLSH 2.792±0.129
b

0.425±0.060
a

122.95±5.98
ab

1)C : Control group, CL : High fat group, CLSH : High fat and irradiate shrimp fed group.
2)
Atherogenic index = (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HDL cholesterol.

3)
HTR = 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4)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5)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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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4.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serum lipid parameters of 

experimental rats

 Groups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C
1)

93.28±8.03
2)ab

34.235±3.406
b3)

  2.914±0.656
ab

71.43±8.98
a

SH 73.60±2.943b  39.981±6.037b    2.722±0.093a  62.8±17.738a

CM 107.5±7.402
a

34.093±4.425
b

  5.294±0.286
b

82.0±9.270
a

CMSH 99.00±27.74
a

32.102±6.647
b

   2.982±1.615
ab

61.8±12.006
a

  

1)
C : Control group.

  SH : Irradiated shrimp fed group. 

  CM : MNNG treated group.

  CMSH : MNNG and  irradiated shrimp administer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1.

Table 2-25.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serum lipid parameters of  

experimental rats

Groups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C
1)

 93.3±8.03
2)b

 34.235±3.406
ab3)   2.914±0.656

c
 71.43±8.98

a

CL 142.0±14.93a 23.243±4.207c  20.829±6.405
a

 77.57±8.43a

CLSH 133.4±27.125
ab

40.019±6.786
a   6.215±1.677b  73.80±6.07

a

1)
C : Control group.

  CL : High fat group.

  CLSH : High fat and irradiate shrimp f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고지방을 투여한군(CL) 에서는 동맥경화 지수(AI)의 현저한 증가(p<0.05)와 더불어 HTR(총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HDL-cholesterol의 비율)의 감소 현상이 고찰되었다. 방사선 조사 젓갈

의 병용투여(CLSH)시에는 AI가 CL 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 고 HTR은 약간 증가하 다(Table 

2-23).

   (나) 방사선 조사 젓갈이 혈청지질에 미치는 향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로 혈청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군(C)의 93.28 mg/dL에 비해 21% 감

소하여 대조군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발암물질인 MNNG를 투여한군(CM)과 방사선 조사 

젓갈을 병용 투여 한 군(CMSH)을 비교하 을 때 콜레스테롤은 107.5 mg/dL에서 99.0 mg/dL로 

8%의 감소를 보 다(Table 2-24). 중성지방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로 대조군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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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에서 62.81 mg/dL로 12% 감소되었다. HDL-cholesterol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

로 대조군에 비해 17% 증가하 으며, MNNG 처리군에서는 LDL-cholesterol이 약 5.3 mg/dL

로 크게 증가하 다.

   (다) 발암물질 및 고지방 투여시 방사선 조사 젓갈이 혈청 지질에 미치는 향

   고지방 식이를 투여한 경우(CL) 콜레스테롤의 현저한 증가(53%)를 초래하 고 

HDL-cholesterol의 감소 현상과 함께  LDL-cholesterol 은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중성지

질 또한 증가하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젓갈의 고지방과의 병용 투여(CLSH)에 의하여 콜

레스테롤은 7% 감소를 보 고 HDL-cholesterol의 증가, LDL-cholesterol의 감소 및 TG의 감

소(p<0.05)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 조사 젓갈내에 있는 키토산의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Table 2-25). 고지방 식

이를 투여한 경우(CL), HDL-cholesterol의 상대적인 감소는 조직세포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LDL의 상대적인 증가로 간주된다. 고지방식이로 콜레스테롤의 섭

취량이 많아지면 LDL이 혈관내의 순환 시간이 연장되므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화학적 산화를 

받게 된다. 이 때 산화된 LDL은 죽상동맥 경화증의 초기 병변(fatty streak 등)을 일으켜 혈

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을 응집하게 된다. 혈소판의 응집이 진행됨에 따라 

PDGF(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등에 의해 세포증식이 증가되고 내막손상을 촉진시키

게 되어 지질을 함유하는 섬유상 플라그를 형성하여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방사선 조사 젓갈이 간 지질대사에 미치는 향

   방사선 조사 젓갈은 간 조직내의 총 지질 함량을 대조군에 비해 약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2-26). 콜레스테롤은 6.81 mg/g에서 8.92 mg/g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 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HDL-cholesterol 역시 2.5 mg/g에서 2.1 mg/g으로 약간 감소

하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중성지질 또한 19.4 mg/g에서 16.6 mg/g으로 약간

의 감소를 보 다. 

   (마) 발암물질 및 고지방 투여시 방사선 조사 젓갈이 간 지질에 미치는 향

   MNNG와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CMSH)에 의한 간 지질대사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총 지

질함량은 MNNG군(CM)과 거의 동일하 다.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젓갈을 병용 

투여함으로써 다소 증가하 다. HDL-cholesterol함량은 MNNG군과 거의 동일하 다. 중성지방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젓갈 병용투여로 약간 감소하 다. 모든 간지질의 변화에서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26). 고지방 투여군(CL)은 대조군에 비해 간의 총지질 함량이 

179%의 현저한 증가(p<0.05)를 나타내었다(Table 2-27). 그러나 방사선 조사 젓갈의 병용투여

(CLSH)로 146.56mg/g으로 감소하 으나, 대조군보다는 128% 증가한 수치를 보 다(Table 

2-27). 고지방의 투여는 콜레스테롤 역시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시켰고 HDL과 TG 역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 다. 고지혈증 판정에 중성지방의 농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



- 216 -

으며 외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보다 중성 지방

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젓갈투여에 대한 중성지

질의 감소는 고지방, 고칼로리 섭취에 따른 성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 전반적 항산화효소의 활성변화

   방사선 조사 젓갈에 의하여 항산화 효소의 활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현상을 나타내었으며 특

히, 고지방식이의 공급에 의해 증가된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 젓갈(SH)의 투여가 간의 cytosolic fraction에 존재하는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2-28과 같다. GST활성과 total SOD 활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Cu,Zn-SOD활성은 다소 감소하 다. Catalase활성은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군이 정상식이군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26.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liver lipid parameters of  

experimental rats

Groups Total lipids 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mg/g liver) (mg/g liver) (mg/g liver) (mg/g liver)

C
1)

64.63±15.02
2)

6.81±0.03
3)b**

2.5±0.03 19.4±0.18

SH 57.90±4.68 8.92±0.08
b

2.1±0.02 16.6±0.11

CM 47.92±10.78 7.89±0.07b 2.4±0.03 15.2±0.11

CMSH 46.44±4.17 10.14±0.10
ab

2.5±0.01 14.3±0.18
1)C : Control group, SH : Irradiated shrimp fed group, CM : MNNG treated group, CMSH : MNNG 

and irradiated shrimp administer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1.

Table 2-27. Effects of irradiated shrimp feeding on the liver lipid parameters of  

experimental rats 

Groups Total lipids 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mg/g liver) (mg/g liver) (mg/g liver) (mg/g liver)

C
1)

 64.63±15.02
2)c**

 6.81±0.03
3)c**

2.5±0.03
c**

19.4±0.18
a*

CL 179.88±9.54
a

15.3±0.07
b

4.6±0.05
b

23.9±0.37
a

CLSH  146.56±24.70ab 22.2±0.08a 6.3±0.02a 16.5±0.35b

1)
C : Control group, CL : High fat group, CLSH : High fat and irradiate shrimp f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n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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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8. Specific activities of GST, catalase and SOD in the liver of rats fed irradiated 

shrimp

Groups
GST

(unit/mg protein)

Catalase

(unit/mg protein)

Superoxide Dismutase

 Total  SOD
(unit/mg protein)

Cu,Zn-SOD
(unit/mg protein)

C1) 1.313±0.0763)b** 59.831±4.2862)c 0.219±0.011a 0.125±0.008bc**

SH 1.705±0.073
a

90.663±4.352
a

0.234±0.008
a

0.112±0.021
ab

CM 1.401±0.031
b

71.242±5.506
bc

0.209±0.013
a

0.100±0.004
c

CMSH 1.331±0.027b 81.019±4.265b  0.189±0.014a 0.184±0.001a

1)
C : Control group, SH : Irradiated shrimp fed group, CM : MNNG treated group, CMSH : MNNG 

and  irradiated shrimp administer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1.

Table 2-29. Specific activities of GST, Catalase and SOD in the liver of rats fed fed 

irradiated shrimp

  Groups
GST

(unit/mg protein)

Catalase

(unit/mg protein)

Superoxide Dismutase

Total SOD

(unit/mg protein)

   Cu,Zn-SOD
 (unit/mg protein)

C
1)

1.313±0.076
3)a**

59.831±4.286
2)b

0.219±0.011
a

0.125±0.008
ab**

CL 0.983±0.031
b

62.856±0.822
b

0.213±0.019
a

0.119±0.004
b

CLSH 1.319±0.056a 87.075±4.352a 0.221±0.006a 0.145±0.006a

1)
C : Control group, CL : High fat group, CLSH : High fat and irradiate shrimp fed group.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1.

   (사) MNNG와 방사선조사 젓갈의 병용 투여시 항산화 효소의 활성

   MNNG와 방사선 조사 젓갈을 병용투여한 결과 GST활성은 MNNG 단독 투여군(CM)에 비

해 다소 감소하 다. 그러나, Cu, Zn-SOD활성은 크게 증가되었다. Catalase 활성은 방사선 조

사젓갈 병용 투여군이 MNNG 단독 투여군(CM)에 비해 증가하 다(Table 2-28). 

   (아) 고지방식이가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

   고지방식이 투여가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을 보면 GST는 고지방에 의하여 활성이 

감소하 다(p<0.01). Total SOD 및 Cu,Zn-SOD 활성 또한 다소 감소하 으며 catalase 활성은 

고지방 식이군이 정상 식이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Table 2-29). 고지방식이 및 방사선 조사 

젓갈(CLSH)을 병용 투여했을 때, GST 활성은 고지방식이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catalase 활성과 Cu,Zn-SOD는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37% 높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방사

선 조사 젓갈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주는 능력이 뛰어남이 고찰되었다. GST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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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방의 종류를 달리하 을 때 불포화도에는 향을 받지 않으나 식이지방의 종류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SOD 활성은 고지방 식이군에서 다소 감소하 다. Catalase 활

성은 고지방 식이군이 정상식이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 다. 

   GST나 catalase는 SOD에 의해 생성되어 조직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H2O2를 물과 산소

로 분해한다. 즉, 지질 과산화물이나 H2O2를 분해하여 이들로부터 지질이나 과산화물의 산화를 

유도하는 유리 라디칼의 파생 과정을 억제한다. 유리 라디칼은 조직의 손상 나아가 여러 질병

들을 일으키는데 반해,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가는 노화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기존 고염 제품 대비 감마선 이용 저염 발효제품의 안전성 비교 평가

  (1) 생체 지질대사 및 항산화 효소활성 변화

   (가) 식염이 방사선 조사 젓갈의 혈청지질 대사에 미치는 향

   체중 100 g 정도되는 Sprague-Dawley(SD)계의 수컷흰쥐를 대한실험 동물센타로부터 분양 

받아 일주일간 적응 사육시킨 후 체중에 따른 난괴법에 의하여 각 군당 6-7마리씩 나누어 총 8주 

동안 사육하 다. 실험동물의 사료는 쥐가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게 하고(ad libitum), 섭취하는 

칼로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Chow Diet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식이재료 들을 혼합한 형태인 

powdered mixed diet를 사용하 으며 대조군의 식이구성은 casein 20%, AIN-76 mineral 

mixture 3.5 %,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18%, alpha-cellulose 5.0%, corn 

starch 15%, sucrose 49.7%이었다. 고지방 식이군의 경우에는 sodium cholate 0.25%, lard 10%, 

cholesterol 1%를 추가 공급하 다. NaCl의 투여는 새우젓 단독투여군에 비해 콜레스테롤, 중성

지질, HDL-콜레스테롤을 모든 군에서 감소시켰다(Table 2-30). 그러나, 새우젓 자체는 대조군에 

비해 혈청지질대사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20 kGy수준에서 새우젓의 감마선 조사는 이를 투

여한 실험동물의 혈청지질대사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 발암물질(MNNG)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혈청지질대사에 미치는 향

   MNNG의 단독투여는 대조군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중성지질을 각각 104%, 82% 증가시켰

으며, HDL-콜레스테롤은 26% 감소시켰다(Table 2-31). MNNG와 방사선조사 새우젓을 동시

에 투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콜레스테롤, 중성지질을 증가시켰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으나, MNNG 단독투여군에 비해 이들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 

   (다) 고지방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혈청지질대사에 미치는 향

   고지방의 투여는 방사선조사 새우젓을 병용투여 하 을 때 대조군에 비해 68%의 중성지질

을 증가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HDL-콜레스테롤은 23% 감소하 다. 조사선량에 따른 혈청지질

의 변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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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0.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serum lipid levels of rats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51.87±6.10 
a

112.05±28.57 
a

31.94±1.48 
ab

Shrimp0 48.33±2.73 a 101.54±16.45 a 27.42±0.93 bc

Shrimp10 49.52±3.78 
a

80.31±9.79  
a

30.12±2.71 
a

Shrimp20 51.12±5.53 
a

128.21±21.38 
a
 27.99±1.96 

c

Shrimp0+NA 44.96±3.23 a 93.33±24.81 a 24.01±1.18 c

Shrimp10+NA 39.14±3.83 
a

62.18±12.19 
a

22.92±1.57 
c

Shrimp20+NA 38.19±4.26 
a

104.87±11.73 
a

22.07±2.26 
c

  Average 46.17 97.50 26.64
1)
Control group was fed AIN-76 formulation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and 2% of NaCl was added to the diet.      

  Shrimp 0, Shrimp 10 and Shrimp 20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group, 

respectively. Shrimp + NA: NaCl added group, Shrimp + MNNG: MNNG added group, Shrimp+ 

High

fat: high fat added group.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31.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serum lipid levels of rats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51.87±6.10 
cde

112.05±28.57 
ab

 31.94±1.48 
ab

MNNG 104.54±14.70 a 204.77±49.10 a   23.635±2.84 cde

Shrimp0 48.33±2.73 
e

101.54±16.45 
ab

 27.42±0.93 
abc

Shrimp10 49.52±3.78 
de

80.31±9.79 
b

30.12±2.71 
a

Shrimp20 51.12±5.53 cde 128.21±21.38 ab   27.99±1.96 abcd

Shrimp0+MNNG 73.37±9.50 
bcd

109.54±62.28 
ab

  24.37±3.46 
bcde

Shrimp10+MNNG 78.04±12.63 
bc

140.46±31.54 
ab

19.97±2.52
 e

Shrimp20+MNNG 83.95±13.00 ab 181.73±22.36 ab 21.84±4.72 de

  Average 67.60 132.33 25.91
1)
Refer to group legend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라) 식염이 방사선 조사 젓갈 투여군의 간지질 대사에 미치는 향

   식염의 투여는 혈청지질의 감소를 가져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간지질의 증가를 초래하 다. 

2%의 식염을 첨가 투여하 을 때 새우젓 단독투여군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HDL-콜

레스테롤 모두 증가를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따른 간지질의 변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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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serum lipid levels of rats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51.87±6.10 
ab

112.05±28.57 
ab

31.94±1.48 
ab

Shrimp0 48.33±2.73 b 101.54±16.45 ab 27.42±0.93 abc

Shrimp10 49.52±3.78 
ab

80.31±9.79 
b

30.12±2.71 
a

Shrimp20 51.12±5.53 
ab

128.21±21.38 
ab
 27.99±1.96 

bc

Shrimp0+High fat 60.50±5.54 a 199.23±21.42 a 22.44±2.815 c

Shrimp10+High fat 53.34±3.98 
ab

 140.13±58.31 
ab

20.00±3.70
 c

Shrimp20+High fat 52.03±4.09 
ab

181.42±16.12 
b

22.46±1.57 
c

  Average 52.39 134.70 26.05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33.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liver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g liver)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48.72±1.42 
c

250.00±36.05 
abc

165.85±12.01 
a

Shrimp0 49.85±6.65 bc 159.92±67.91 bc 140.94±8.74 ab

Shrimp10 41.42±5.00 
c

187.33±18.37 
c

123.02±7.54 
b

Shrimp20 58.58±4.44 
bc

284.02±44.78 
ab

148.77±5.67 
ab

Shrimp0+NA 103.03±11.52 a 380.88±52.58 a 148.88±12.90 ab

Shrimp10+NA 77.42±7.53 
ab

265.21±29.82 
abc
 133.99±9.07 

ab

Shrimp20+NA 90.66±13.65 
a

358.49±56.25 
ab

178.79±15.48 
ab

  Average 67.10 269.41 148.61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마) 발암물질(MNNG)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간지질 대사에 미치는 향

   MNNG를 병용투여한 경우 새우젓 단독 투여군에 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HDL-콜레스테롤은 반대로 감소를 나타내었다. 발암물질인 MNNG 자체의 

단독투여 또한 대조군에 비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증가와 HDL-콜레스테롤의 감소를 초

래하 다(Table 2-34). 위의 결과로 MNNG가 생체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새우젓의 유입 유

무 또는 감마선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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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지방이 방사선 조사 젓갈의 간지질 대사에 미치는 향

   방사선조사 젓갈과 고지방식이의 병용투여는 간의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HDL-콜레스테롤 

등 모든 지질을 증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5). 구체적으로는 콜레스테롤 85%, 중성

지질67%, HDL-콜레스테롤은 43%의 증가를 초래하 다. 대체로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는 

대조군에 비하여 지질요소들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새우젓의 식염과 레티놀, Ca, P 등에 

의한 효과가 새우젓의 콜레스테롤 상승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한편,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른 변화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34.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liver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g liver)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48.72±1.42 
bc

250.00±36.05 
ab

165.85±12.01 
a

MNNG 61.10±1.19 
ab

359.30±101.66 
a

124.78±2.07 
bc

Shrimp0 49.85±6.65 abc 159.92±67.91 ab 140.94±8.74 bc

Shrimp10 41.42±5.00 
c

187.33±18.37 
ab

123.02±7.54 
bc

Shrimp20 58.58±4.44 
ab

284.02±44.79 
ab

148.77±5.67 
ab

Shrimp0+MNNG 52.33±3.23 abc 188.20±71.17 ab 135.14±7.75 bc

Shrimp10+MNNG 63.71±5.84 
ab

239.69±11.03 
b

115.52±4.97 
bc

Shrimp20+MNNG 73.18±9.07 
a

321.93±88.29 
ab

123.97±3.30 
c

Average 56.12 248.80 134.75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35.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liver lipid parameters of rats    

                   (unit : ㎎/g liver)

  Groups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Control 48.72±1.42
 bc

250.00±36.05 
ab

165.85±12.01 
b

Shrimp0 49.85±6.65 bc 159.92±67.91 ab 140.94±8.74 b

Shrimp10 41.42±5.00 
c

187.33±18.37 
b

123.02±7.54 
b

Shrimp20 58.58±4.44 
bc

204.02±44.79 
ab

148.77±5.67 
b

Shrimp0+High fat 112.14±18.89 a 367.05±46.30 a 199.14±34.05 a

Shrimp10+High fat 87.95±19.24 
ab

298.31±75.67 
ab

222.72±31.68 
a

Shrimp 20+High fat 78.13±11.77 
ab

254.63±70.98 
ab

168.97±32.53 
b

   Average 68.12 245.90 167.06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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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식염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

   젓갈에 조사한 방사선 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체내 항산화 활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catalase의 경우, 약 316 nmole/mg protein(대조군)에서 194 nmole/mg protein(20 kGy 조사

군)로 감소하 으며, GST(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는 3.36 nmole/mg protein(대조군)에

서 2.63 nmole/mg protein(20 kGy 조사군)로, Cu/Zn-SOD(superoxide dismutase)는 0.51 

nmole/mg protein(대조군)에서 0.45 nmole/mg protein(20 kGy 조사군)로 각각 감소하 다. 이

와는 반대로 식염을 병용투여 하 을 때 이들 효소의 활성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6).

   (아) 발암물질(MNNG)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

   방사선조사 젓갈군에 MNNG를 투여하 을 때 모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 고, 조

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37). 즉, 이미 MNNG가 투여되었을 경

우 방사선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른 항산화 효소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MNNG를 

단독투여한 경우에 항산화 효소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 고지방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젓갈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

   고지방과 젓갈의 병용투여군에서 고지방 투여는 모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켰다. 그

러나,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하 을 때 효소의 활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 다(Table 2-38). 

Catalase 활성은 고지방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으나, GST와 Cu/Zn-SOD활성은 고지방 식이

의 투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6.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specific activities of catalase,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the liver of rats

  Groups Catalase (nmole/ mg protein)
GST (nmole/ mg 

protein) Cu/Zn-SOD(unit/mg protein)

Control 315.87±21.42 
a

3.36±0.28 
ab

0.51±0.07
 c

Shrimp0 309.68±22.38 
ab

3.25±0.31 
ab

0.50±0.05 
ab

Shrimp10 230.11±20.45 bc 2.77±0.26 b 0.46±0.04  c

Shrimp20 194.23±23.74 
c

2.63±0.31 
b

0.45±0.05 
c

Shrimp0+N
A 313.67±10.47 

c
3.27±0.32 

ab
0.72±0.04 

bc

Shrimp10+N
A

235.24±18.43 c 3.07±0.19 b 0.70±0.05 bc

Shrimp20+N
A

 229.35±44.61 
abc
 3.71±0.60 

a
0.81±0.09

 a

   Average 261.17 3.15 0.59
1)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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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7.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specific activities of catalase,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the liver of rats

  Groups Catalase GST Cu/Zn-SOD

Control 315.87±21.42 a 3.36±0.28 b 0.51±0.07 cd

MNNG 234.03±33.93 
c

2.72±0.30 
b

0.40±0.09 
d

Shrimp0 309.68±22.38 
ab

3.25±0.31 
b

0.50±0.05 
a

Shrimp10 230.11±20.45 bc 2.77±0.26 b 0.46±0.04 bcd

Shrimp20 194.23±23.74 
c

2.63±0.31 
b

0.45±0.05 
cd

Shrimp0+MNNG 310.81±18.23 
c

3.30±0.31 
b

0.63±0.09 
abc

Shrimp10+MNNG 237.91±31.45 c 4.40±0.27 a 0.57±0.05 bcd

Shrimp20+MNNG 267.52±5.95 
abc

4.68±0.16 
a

0.71±0.04 
ab

   Average 262.52 3.39 0.53
1)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38.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specific activities of catalase,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 and superoxide dismutase in 

the liver of rats

  Groups Catalase GST Cu/Zn-SOD

Control 315.87±21.42 
a

3.36±0.28 
bcd

0.51±0.07 
c

Shrimp0 309.68±22.38 ab 3.25±0.31 bcd 0.50±0.05 ab

Shrimp10 230.11±20.45 
bc

2.77±0.26 
cd

0.46±0.04 
bc

Shrimp20 194.23±23.74 
c
 2.63±0.31 

d
0.45±0.05 

c

Shrimp0+High fat 315.46±24.46 ab 4.69±0.17 a 0.78±0.10 a

Shrimp10+High fat 240.45±31.02 
c

4.15±0.57 
ab

0.61±0.08 
abc

Shrimp20+High fat 203.97±25.81 
c

4.04±0.43 
abc

0.56±0.07 
c

    Average 258.54 3.56 0.55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2) 장기 및 간 기능 변화

   (가) 감마선 조사 젓갈 및 식염의 투여가 실험동물에 있어서 증체효과, 식이소비량 및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식염 및  0, 10 그리고 20 kGy 수준의 방사선을 조사한 새우젓의 투여시 실험

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체효과, 식이소비량 및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의 변화를 

조사하 다(Table 2-39). 증체 효과는 1일의 평균 체중 증가량이며, 식이소비량은 1일 평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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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섭취량, 그리고 FER은 체중 증가량(g)을 식이 섭취량(g)으로 나눈 평균치를 나타낸다. 대한실

험 동물센타로부터 분양 받은 수컷 Sprague-Dawley(SD) 흰쥐를 random choice법에 의하여 각 

군당 7-10 마리씩 나누어 총 8주 간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군으로서는 대조군(Control), 

0 kGy 새우젓 투여군(SMPA), 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SMPAN), 10 kGy 새우젓 

투여군(SMPB),  1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SMPBN), 20 kGy 새우젓 투여군

(SMPC), 2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SMPCN) 등 7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

다. 사료는 고형사료 대신 분말사료를 사용하 으며 각각의 필수 양소들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하 다. 

   대조군의 식이구성은 casein 20%, AIN-76 mineral mixture 3.5%, AIN-76 vitamin mixture 

1%, DL-methionine 0.18%, alpha-cellulose 5.0%, corn starch 15%, sucrose 49.7%를 공급하

다. 식염은 NaCl 형태로 식이량의 2% 수준으로 공급하 다. 식염의 첨가투여는 새우젓 단독투여

군에 비해 증체효과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9). 증체율은 SMPAN 군과 

SMPA 군, SMPBN 군과 SMPB군, 그리고 SMPCN 군과 SMPC 군을 비교했을 때 각각 4%, 

11%, 67%의 증체 효율을 나타냄으로써 식염의 첨가에 의한 증체 효율은 평균 27.33%로 나타났

다.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에 의한 효과로서 10 kGy의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SMPB)는 0 

kGy 군인 SMPA 군에 비해 18%의 평균 증체량의 감소를 초래하 고 20 kGy를 투여한 SMPC 

군은 SMPA 군에 비해 45%의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이 소비량 또한 이와 유사하

게 식염의 투여는 식이 소비량의 증가를 초래하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식이 소비량

은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FER 또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식염과 방사선 조사가 

FER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39.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body weight, food consumption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Groups
Body Weight Gain 

(g/day)
Food Consumption (g/day)     Food Efficiency Ratio (%)

Control 3.79±0.38 a 21.63±2.52 c 0.18±0.02 ac

SMPA 2.73±0.72 
b

21.85±1.42 
c

0.12±0.09 
bc

SMPAN 2.84±0.62 
bc

21.67±2.12 
c

0.13±0.06 
c

SMPB 2.25±0.52 bc 18.14±3.75 abc 0.12±0.04 ac

SMPBN 2.51±0.39 
ac

22.10±2.57 
ac

0.11±0.02 
b

SMPC 1.52±0.32 
c

19.94±3.31 
bc

0.08±0.02 
ac

SMPCN 2.55±0.36 c 23.45±3.01 bc 0.11±0.05 bc

1)
SMPA, SMPB and SMPC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group, respectively. SMPAN, 

SMPBN and SMPCN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plus 2% NaCl added group in 

the diet, respectively. Control group was fed AIN-76 formulation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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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 젓갈 및 고지방의 투여가 실험동물에 있어서 증체효과, 식이소비량 

및 식이효율에 미치는 향

   고지방 식이군은 대조군 식이에 기준하여 sodium cholate 0.25%, lard 10%, cholesterol 1%를 

추가적으로 공급하 다. 증체율은 SMPAF 군과 SMPA 군, SMPBF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F 군과 SMPC 군을 비교했을 때 각각 1%, 20%, 88%의 증체 효율을 나타냄으로써 고지방 

첨가에 의한 증체 효율은 평균 36.33%로 나타났다(Table 2-40). 이러한 현상은 고지방의 투여에 

의한 체지방 조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식이 소비량은 이와는 달리 고지방의 투여에 

의해 약간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식이 소비량은 큰 변화

를 초래하지 않았다. FER 또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고지방과 방사선 조사가 FER에 미

치는 향은 미미하 으나 SMPCF 군은 0.14±0.08 로서 SMPC 군의 0.08±0.02 에 비해 75% 증

가를 보 다. 이 수치는 p<0.05 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다) 감마선 조사 젓갈 및 발암물질의 투여가 실험동물에 있어서 증체효과, 식이소비량 

및 식이효율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인 MNNG를 병용투여한 경우 새우젓 단독 투여군에 비해 실험동물

에 있어서 증체효과, 식이소비량 및 식이효율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Table 

2-41). 증체율은 식염 첨가에 의한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 다. SMPAM 군과 

SMPA 군, SMPBM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M 군과 SMPC 군을 비교했을 때 각각 

35%, 45%, 2%의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MNNG의 첨가에 의한 평균 감소율은 

27.33%로 나타났다. 각각의 내부 대조군인 SMPA 군, SMPB 군 그리고 SMPC 군의 평균 증

체율은 1일 2.16 g 인데 비하여 MNNG를 투여한 SMPAM 군과 SMPBM 군 그리고 SMPCM 

군의 평균 1일 증체는 1.50 g 으로서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MNNG의 독성에 의

하여 증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40.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body weight, food consumption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Groups
1) Body Weight Gain (g/day) Food Consumption (g/day) Food Efficiency Ratio (%)

Control 3.79±0.38
2)
 
ac3)

21.63±2.52 
c

0.18±0.02 
ac

SMPA 2.73±0.72 c 21.85±1.42 b 0.12±0.09 bc

SMPAF 2.76±0.49 
c

21.28±2.12 
c

0.13±0.03 
bc

SMPB 2.25±0.52 
b

18.14±3.75 
bc

0.12±0.04 
c

SMPBF 2.70±0.47 b 22.73±3.38 ac 0.12±0.06 ac

SMPC 1.52±0.32 
ac

19.94±3.31 
a

0.08±0.02 
b

SMPCF 2.86±0.64 
bc

20.76±1.40 
ac

0.14±0.08 
c

1)SMPAF, SMPBF and SMPCF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plus high fat added 
group in the diet, respectively. High fat was composed of sodium cholate 0.25%, lard 10% and 
cholesterol 1% and was added in the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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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body weight, food consumption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Groups
1) Body Weight Gain (g/day) Food Consumption (g/day) Food Efficiency Ratio(%)

Control 3.79±0.38
2)c3)

21.63±2.52 
ab

0.18±0.02 
c

MNNG 3.57±0.77 
ac

28.57±3.11 
abc

0.13±0.03
c

SMPA 2.73±0.72 bc 21.85±1.42 ac 0.12±0.04 b

SMPAM 1.79±0.75 
ac

19.94±2.42 
c

0.09±0.02 
bc

SMPB 2.25±0.52 
ac

18.14±3.75 
ab

0.12±0.04 
b

SMPBM 1.24±0.33 bc 22.08±3.77 b 0.06±0.01 ac

SMPC 1.52±0.32 
c

19.94±3.31 
bc

0.08±0.02 
ac

SMPCM 1.49±0.35 
abc

23.25±3.29 
ac

0.06±0.01 
bc

1)SMPAM, SMPBM and SMPCM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with MNNG 
administration, respectively.  Control group was fed AIN-76 formulation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라) 식염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간, 신장, 비장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2%의 식염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병용 투여가 실험동물의 주요 장기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SMPAN 군과 SMPA 군, SMPBN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N 

군과 SMPC 군을 비교한 결과 일관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의 무게는 대체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42).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신장의 무게에 

있어서 식염을 투여한 실험군의 평균은 8.90g으로 방사선 조사 내부 대조군의 평균인 2.08g 에 

비해 4.27배의 크기를 보 다는 것이다(p<0.05). 식염이 신장의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

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고 사료된다. 비장 또한 간에서와 마찬가

지로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2-42.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the weight of liver, kidney and spleen in rats

Groups Liver(g, wet wt) Kidney(g, wet wt) Spleen(g, wet wt)

Control 8.69±1.11 a 2.13±0.47 ab 0.79±0.22 ac

SMPA 10.25±0.95 
a

2.18±0.74 
a

1.02±0.12 
ac

SMPAN 8.96±1.32 
ab

8.98±1.32 
c

0.70±0.08 
ac

SMPB 7.68±1.06 a 1.87±0.55 ab 0.73±0.19 a

SMPBN 7.98±1.14 
ab

7.98±1.01 
c

0.70±0.17 
a

SMPC 10.34±1.66 
ab

2.20±0.40 
a

0.74±0.11 
a

SMPCN 9.75±0.76 ab 9.75±0.67 c 0.72±0.13 a

1)
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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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3.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the weight of liver, kidney and spleen in rats

Groups Liver(g, wet wt) Kidney(g, wet wt) Spleen(g, wet wt)

Control 8.69±1.11 
a

2.13±0.47 
a

0.79±0.22 
abc

SMPA 10.25±0.95 abc 2.18±0.74 ab 1.02±0.12 ac

SMPAF 10.33±0.92 
ac

2.18±0.32 
a

0.77±0.12 
ac

SMPB 7.68±1.06 
ab

1.87±0.55 
a

0.73±0.19 
a

SMPBF 10.13±1.12 ac 2.30±0.49 a 0.80±0.17 ac

SMPC 10.34±1.66 
a

2.20±0.40 
ab

0.74±0.11 
a

SMPCF 9.80±1.20 
ac

2.03±0.31 
a

0.65±0.28 
ac

1)Refer to group legend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마) 고지방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가 간, 신장, 비장에 미치는 향

   이 실험은 고지방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병용 투여가 실험동물의 주요 장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것이다. SMPAF 군과 SMPA 군, SMPBF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F 군과 SMPC 

군을 비교한 결과 일관성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신장, 비장의 무게의 변화에 있어

서도 유의성 있는 결과는 조사되지 않았다(Table 2-43). 

   (바) 발암물질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가 간, 신장, 비장에 미치는 향

   발암물질로서 MNNG를 사용한 경우 방사선 조사 젓갈의 병용 투여가 실험동물의 장기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Table 2-44). 발암물질을 단독투여한 MNNG 군은 12.34±1.22 로서 대조

군의 8.69±1.11 에 비해 42%의 간 중량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SMPAM 군과 SMPA 군, 

SMPBM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M 군과 SMPC 군을 비교한 결과 일관성 있게 약간의 

증가 현상을 보 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신장의 중량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비장의 무게의 변

화에 있어서는 내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사) 감마선 조사 젓갈 및 식염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간기능 지표 효소에 미치는 향

   본 실험에서는 식염 및 0, 10 그리고 20  kGy  수준의 방사선을 조사한 새우젓의 투여시 

Sprague Dawley(SD)계 rat에서 나타나는 간기능을 측정하는 지표 효소의 변화를 조사하 다. 각 

군당 7-10 마리씩 총 8주 간에 걸쳐 대조군(Control), 0 kGy 새우젓 투여군(SMPA), 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SMPAN), 10 kGy 새우젓 투여군(SMPB),  1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SMPBN), 20 kGy 새우젓 투여군(SMPC), 20 kGy 새우젓 투여 및 2% 식염 투여군

(SMPCN) 등 7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45에 나타내었다. 간기

능 지표 효소는 대조군에서 GPT가 35.22±0.38 unit/dL로 나타났으며  GOT는 40.25±0.14 unit/dL로 

나타났다. GPT에 있어서 SMPA  SMPB SMPC 군은 각각 38.25±0.72 unit/dL, 37.05±0.52 unit/dL, 

38.75±0.32 unit/dL로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염의 투여에 의한 효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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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SMPCN군은 58.33±0.36 unit/dL로 대조군 및 SMPC 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GPT와는 달리 GOT는 식염투여시 0, 10, 20 kGy에서 각각 

2.03배, 2.47배, 2.04배의 수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p<0.05), 식염의 첨가가 감마선 조사 젓

갈의 병용 투여시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간 손상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Table 2-44.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the weight of liver, kidney and spleen in rats

Groups Liver(g, wet wt) Kidney(g, wet wt) Spleen(g, wet wt)

Control 8.69±1.11 
a

2.13±0.47 
ac

0.79±0.22 
ab

MNNG 12.34±1.22 
ac

2.20±0.23 
a

0.70±0.28 
a

SMPA 10.25±0.95 
ac

2.18±0.74 
a

1.02±0.12 
ab

SMPAM 10.36±1.02 a 2.20±0.42 ac 0.66±0.08 a

SMPB 7.68±1.06 
a

1.87±0.55 
ab

0.73±0.19 
a

SMPBM 10.34±1.34 
bc

1.98±0.17
ac

0.64±0.44 
a

SMPC 10.34±1.66 ac 2.20±0.40 ac 0.74±0.11 a

SMPCM 10.36±1.42 
bc

2.00±0.25 
ac

0.64±0.52 
a

1)
Refer to group legend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45. Effects of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al salt on the activity of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n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roups  GPT (unit/dL) GOT (unit/dL)

Control

SMPA

SMPAN

SMPB

SMPBN

SMPC

SMPCN

 35.22±0.38
a

 38.25±0.72a

 36.59±0.62
a

 37.05±0.52
a

 39.40±0.39ab

 38.75±0.32
a

 58.33±0.36
c

   40.25±0.14
ac

   43.50±0.27a

   88.43±0.06
b

   44.45±0.47
ac

  109.81±0.02b

   57.25±1.08
ac

  116.50±0.05
b

1)SMPA, SMPB and SMPC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group, respectively. SMPAN, 
SMPBN and SMPCN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plus 2% NaCl added group in 
the diet, respectively. Control group was fed AIN-76 formulation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
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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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마선 조사 젓갈 및 고지방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간기능 지표효소에 미치는 향

   고지방 식이군은 대조군 식이에 기준하여 sodium cholate 0.25%, lard 10%, cholesterol 1%를 

추가적으로 공급하 다. 간기능을 나타내는 GPT 효소는 SMPAF 군과 SMPA 군, SMPBF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F 군과 SMPC 군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이 각군 상호간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46). Table 2-45에서 나타난 식염 첨가에 의한 효과와 유사하

게 0, 10, 20 kGy의 방사선 조사 새우젓의 첨가군에 고지방을 투여하 을 때 각각 2.42배, 2.62배, 

2.07배의 GOT 효소활성이 증가하 다(p<0.05). 따라서 식염의 추가적인 첨가나 고지방의 첨가는 

GOT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간의 손상을 유도하리라고 생각된

다.

Table 2-46. Effects of high fat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the activity of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n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roups  GPT (unit/dL) GOT (unit/dL)

Control

SMPA

SMPAF

SMPB

SMPBF

SMPC

SMPCF

35.22±0.38 
a

38.25±0.72 a

33.59±0.62 
a

37.05±0.52 
a

46.50±0.39 ab

38.75±0.32 
a

49.27±0.36 
ab

 40.25±0.14 
a

 43.50±0.27 a

105.43±3.23 
bc

 44.45±0.47 
a

116.51±4.51 b

 57.25±1.08 
a

118.75±5.29 
b

1)SMPAF, SMPBF and SMPCF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plus high fat  added 
group in the diet, respectively. High fat was composed of sodium cholate 0.25%, lard 10% and 
cholesterol 1% and was added in the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47. Effects of MNNG and salted fermented shrimp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on the activity of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nd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roups  GPT (g/day)         GOT (g/day)  

Control

MNNG

SMPA

SMPAM

SMPB

SMPBM

SMPC

SMPCM

35.22±0.38 
a

62.33±1.58 
b

38.25±0.72 b

74.54±1.85 
bc

37.05±0.52 
bc

80.25±0.39 ac

38.75±0.32 
c

96.35±0.36 
c

      40.25±0.14 
a

      75.33±1.56 
b

      43.50±0.27 a

     130.59±2.96 
c

      44.45±0.47 
a

     164.09±5.14 c

      57.25±1.08 
ab

     218.33±7.14 
bc

1)SMPAM, SMPBM and SMPCM indicate 0, 10 and 20 kGy irradiated shrimp with MNNG 
administration, respectively.  Control group was fed AIN-76 formulation diet.  Shrimp was added 
5% of the diet by wet weight basis.

2)Mean±S.E.M.(standard error of mean).
3)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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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암물질과 방사선 조사 젓갈의 투여가 실험동물의 간기능 지표 효소에 미치는 향

   발암물질로서 MNNG를 사용한 경우, 방사선 조사 젓갈의 병용 투여가 간기능 지표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Table 2-47). 발암물질을 단독투여한 MNNG 군은 

62.33±1.58 로서 대조군의 35.22±0.38 에 비해 77%의 GPT의 활성증가를 나타내었다. SMPAM 

군과 SMPA 군, SMPBM 군과 SMPB 군, 그리고 SMPCM 군과 SMPC 군을 비교한 결과 0, 

10, 20 kGy에서 MNNG투여시 각각 1.95배, 2.17배 그리고 2.49배의 점진적인 증가 현상을 초

래하 다(p<0.05).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암물질의 간독성 효과가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GOT 또한 MNNG 단독 투여시 대조군에 비해 87%의 증가 현

상을 보 다. 0, 10, 20 kGy에서 MNNG투여시 각각 3.0배, 3.69배 그리고 3.81배의 GOT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p<0.05). 또한, 선량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GPT증가와 경향이 유사하 다. 따라서 MNNG의 투여는 간독성과 더불어 간대사에 장해

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간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감마선 조사 반건조 수산식품(꽁치 과메기)의 안전성 평가 

  (1) 추출물의 수득율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과메기의 수율은 Table 2-48과 같다. 비조사된 과메기는 물 또는 

50%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각각 13.91, 13.83 g/100 g 이었으나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5 kGy

와 10kGy가 각각 19.32, 15.07 및 21.80, 15.89 g/100 g 인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물 

및 메탄올 추출물 모두에서 수득율이 다소 증가되었고, 조사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물 추출물이 

메탄올 추출물보다 다소 수득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Ames test에 의한 방사선 조사된 과메기의 돌연변이 유발능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된 과메기의 현탁액을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 100, 1535 및 1537과 Escherichia coli WP2 uvr A 균주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2-49∼2-51과 같다. 감마선 조사 및 비 조사된 과메기의 예비실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최대 포화농도인 10,000 μg/plate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 고, 시험에 사용한 

5개 균주의 생균수는 흡광도에 의한 측정결과 1.0∼1.8×10
9
/mL로 적정수준이었다. 먼저 대사활

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한 과메기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적용 농도인 10,000 μ

g/plate 까지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매대조구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구에서 약간의 집락수가 증가한 

것은 시험물질의 특성상 염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감마산 조사

시료와 대조시료 모두에서 나타났다.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첨가한 상태에서

도 역시 이들 시험 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에

서도 각각의 시험적용 농도에서 복귀 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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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8. Water soluble fraction and 50%-methanol soluble fraction yield of concentrated 

extracts from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wamegi    

     (unit: g/100g)

Sample Water soluble fraction yield 50%-methanol soluble fraction yield

0 kGy 13.91 13.83

5 kGy 19.32 15.07

10 kGy 21.80 15.89

Table 2-49.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non-irradiated Kwamegi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A

Water- 10000 -   38± 21) 207±13   43± 6  12± 3  17± 2

fraction 5000 -   33± 8 190± 9   45± 1   8± 4   6± 3

2500 -   24± 3 163± 3   33± 7   7± 2  10± 2

1250 -   23± 7 170±21   31±10   7± 1   9± 5

625 -   23± 4 147±10   29± 5   4± 7   5± 1

10000 +   44± 8 271±18   48± 5  11± 3  10± 5

5000 +   40± 7 230± 9   40± 2   9± 2   9± 2

2500 +   31±12 190±15   39±11   7± 6   6± 2

1250 +   27± 3 180± 8   30± 7   8± 4   5± 4

625 +   20± 2 157±19   27± 3   6± 5   6± 1

Methanol- 10000 -   44± 7 215± 7   34± 2  10± 3   9± 4

fraction 5000 -   36± 2 159± 2   24± 6   9± 2   6± 1

2500 -   34±15 190±17   24± 9   8± 5   7± 2

1250 -   32± 6 181±15   17±13   9± 1   7± 1

625 -   27±12 187± 4   10± 4   8± 2   6± 3

10000 +   40± 8 196± 9   42± 4  14± 3  21± 3

5000 +   48± 5 167±11   40±13   9± 5  14± 2

2500 +   38±14 180± 0   25± 9  10± 7   9± 1

1250 +   39± 1 141±28   32± 1   5± 6   6± 1

625 +   27± 5 161±12   18± 0   7± 5   8± 1

H2O -   16± 5 185±14   34± 2   6± 2   5± 1

H2O +   18± 3 184±15   36± 5   7± 3   5± 3

4NQO2) 0.5 - 1184±55 432±118

SA 0.5 - 494±99 1233±36

9-AA 50 - 984±134

2-AA 2 + 1210±92 852±42

2-AA 4 + 968±47 481±108 318±41
1)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S.D of the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9-Aminoacridine(9-AA) and 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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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0.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5kGy gamma-irradiated Kwamegi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A

Water- 10000 -   49± 5
1)

220±13   43± 8  14± 7  19± 6

fraction 5000 -   38± 2 205±18   44±11   6± 1   6± 2

2500 -   34± 6 204± 3   28± 3   8± 2   6± 1

1250 -   28± 2 181± 7   29± 6   4± 4   4± 3

625 -   20± 9 160± 5   18± 4   7± 2   9± 1

10000 +   36±10 200± 9   39± 4  13± 6  18± 2

5000 +   30± 7 211± 8   46±10   8± 6   9± 4

2500 +   32±12 194±10   27± 8   7± 1   2± 5

1250 +   30± 3 170±26   32±14   5± 3   4± 1

625 +   21± 8 181±17   28± 7   4± 1   4± 2

Methanol- 10000 -   37±13 197±23   30± 8   8± 1   9± 2

fraction 5000 -   34± 4 171± 9   24± 6   6± 2   7± 3

2500 -   31± 2 164± 8   18± 5   7± 1   5± 4

1250 -   26± 4 159±12   20± 3   4± 4   4± 3

625 -   19± 6 146± 5   15± 1   5± 2   7± 3

10000 +   46± 2  213±16   43± 9  10± 6  16± 5

5000 +   40± 1 208±10   49± 7   7± 3  10± 1

2500 +   32± 5 201± 9   31± 4   9± 1   6± 1

1250 +   24± 4 194± 2   24± 9   6± 8  11± 2

625 +   17± 2 172±17   16± 4   7± 5   9± 1

H2O -   16± 5 185±14   34± 2   6± 2   5± 1

H2O +   18± 3 184±15   36± 5   7± 3   5± 3

4NQO
2)

0.5 - 1184±55 432±118

SA 0.5 - 494±99 1233±36

9-AA 50 - 984±134

2-AA 2 + 1210±92 852±42

2-AA 4 + 968±47 481±108 318±41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S.D of the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9-Aminoacridine(9-AA) and 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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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1. Revertant colonies in S. typhimurium and E. coli WP2 uvr A reversion assay 

with 10kGy gamma-irradiated Kwamegi

Test material Dose
(μg/plate)

S9
No.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TA100 TA1535 TA1537 E.coli
WP2 uvrA

Water- 10000 -   46± 8
1)

215±12   43± 9  11± 2  17± 5

fraction 5000 -   41± 2 194±24   42± 2  10± 1   8± 2

2500 -   42± 7 198± 7   38± 7  10± 3   5± 3

1250 -   34± 3 186± 6   27± 3   8± 1   5± 3

625 -   26± 4 151±28   14± 5   7± 2   5± 1

10000 +   40± 6 215±15   38± 7  10± 5  11± 1

5000 +   37± 7 218± 3   27± 9   9± 2  10± 2

2500 +   29± 4 198±11   29±11   8± 1   9± 3

1250 +   26± 1 176±21   24± 1   9± 4   7± 0

625 +   20± 4 180± 7   26± 2   8± 1   6± 2

Methanol- 10000 -   33± 2 199± 6   30± 3   8± 2   9± 0

fraction 5000 -   31± 2 208±17   24± 2   6± 4   7± 2

2500 -   27± 4 179± 5   18± 5   7± 3   5± 1

1250 -   20± 9 180±18   20± 4   4± 2   4± 3

625 -   26± 1 166±10   15± 2   5± 2   7± 0

10000 +   46± 5 213±16   43±10  10± 2  16± 5

5000 +   40± 3 208±31   49± 8   7± 1  10± 2

2500 +   32± 7 201±14   31± 7   9± 2   6± 3

1250 +   24± 1 194±19   24±12   6± 3  11± 4

625 +   17± 2 172± 5   19± 3   7± 2   9± 2

H2O -   16± 5 185±14   34± 2   6± 2   5± 1

H2O +   18± 3 184±15   36± 5   7± 3   5± 3

4NQO
2)

0.5 - 1184±55 432±118

SA 0.5 - 494±99 1233±36

9-AA 50 - 984±134

2-AA 2 + 1210±92 852±42

2-AA 4 + 968±47 481±108 318±41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S.D of the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9-Aminoacridine(9-AA) and 2-Aminoanthracene 

(2-AA)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 대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

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한 시료 및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대하여 전 시험적용농

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기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고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과메기에 직접변이원이나 간접변이원으로 작

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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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사선이용 유해물질 제거 및 저감화 기술개발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발암성 N-Nitrosamine과 아질산염의 분해 특성

   (가) N-Nitrosamine의 파괴 및 kinetics 

   감마선 조사에 의한 NDMA 및 NPYR의 파괴 정도는 Figure 2-1과 같다. 감마선 조사 직

후 각 용매에 따른 향을 보 는데, ethanol에 용해된 NDMA 및 NPYR은 감마선 조사에 대

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DMA의 경우 20 kGy의 선량에서 90% 이상의 파괴율을 

보 으며, NPYR은 10 kGy 이상에서 약 91%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선량에서 

파괴되었다. 

   DCM에 용해된 NDMA는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 99%의 파괴율을 보 으며, NPYR은 

2.5 kGy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radiolysis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증류수에 용해된 NDMA 및 NPYR의 경우에도 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완전히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kGy의 감마선 조사시 65∼84%가 파괴되었다. 휘발성 N-nitrosamine은 

할로겐 용매, 알코올 및 증류수에서 비교적 안정하며 용해성이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ethanol 상에서 NDMA 및 NPYR의 감마선 조사 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NPYR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용매에 따른 

N-nitrosamine의 안정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추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NDMA 및 NPYR의 파괴율을 kinetic model에 적용하여 파괴속도를 예

측한 결과는 Figure 2-2, 2-3과 같다. Ethanol에 용해되어 있는 NDMA 및 NPYR의 파괴정도

와 감마선 조사와의 상관계수(R
2
)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5 kGy 이하의 선량 즉, 30분 이내의 

조사는 파괴에 큰 향을 보 지만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파괴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ethanol에 용해된 NDMA 및 NPYR의 파괴율은 낮은 상관계수로 인하여 속도상수

(K)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비교적 완만한 파괴정도를 보인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부

터 다시 회귀분석을 한 결과 NDMA 및 NPYR의 상관계수가 각각 0.95 및 0.91, K 값이 0.019

와 0.028 min
-1
로 각각 나타났다. DCM 및 DW에 용해된 NDMA와 NPYR은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파괴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PYR의 경우 DCM 상에서 빠른 속도로 분해되

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NDMA와 NPYR은 DW 및 DCM에 용해되어 있을 때 감마선 조사

에 의해 쉽게 파괴되며, ethanol 상에서는 저선량에서 급격히 파괴되고 선량이 증가할수록 파

괴속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수분이 차지

하는 비율이 크며 물리적으로 모든 성분의 용매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N-nitrosamine의 경우도 수분 및 지방에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증류수에 용해되어 있을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선량(<5 kGy)에서도 쉽게 파괴되는 

경향을 보여, 발암성 N-nitrosamine이 함유된 식품에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할 때  식품중

의 N-nitrosamine 함량을 낮출 수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추후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된 N-nitrosamine의 분해물 동정 및 독성 안전성시험 등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결과들이 뒷받침 될 때 감마선 조사가 식품저장 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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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Breakdown of N-nitrosodimethylamine and N-nitrosopyrrolidine in different 

solvents by gamma irradiation (NDMA: N-nitrosodimethylamine, NPYR: 

N-nitrosopyrrolidine, DCM: dichloromethane, DW: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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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irst-order plot for breakdown of N-nitrosodimethylamine in different solvents 

by gamma irradiation (NDMA: N-nitrosodimethylamine, DCM: dichloromethane, DW: 

distilled water, K; breakdown rate constant, CA: the concentration of NDMA after 

irradiation, C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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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First-order plot for breakdown of N-nitrosopyrrolidine in different solvents by 

gamma irradiation (NPYR: N-nitrosopyrrolidine, DCM: dichloromethane, DW: distilled water, 

K; breakdown rate constant, CA: the concentration of NPYR after irradiation, C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PYR).

   (나) N-Nitrosamine의 재축합 특성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된 NDMA 및 NPYR의 재생성 반응을 in vitro 방법으로 위액 pH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는 Table 2-52와 같다. NDMA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된 자체

물질로서 nitrosation 반응을 시켰을 때 NDMA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으며, sodium nitrite가 존

재할 때 pH 2, 3에서 45∼47%가 재생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H 4에서는 NDMA의 

재생성율이 매우 낮았는데, N-nitrosamine의 생성 조건에서 pH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PYR도 파괴된 화합물 자체에 의한 반응에서는 재생성이 관찰되지 않았

지만, sodium nitrite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재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 및 

Song
(80)

은 NDMA를 수용액 상태에서 Co
60
 선원으로 조사하여 제거한 후 3개월의 저장 후에도 

NDMA가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된 N-nitrosamine

은 저장기간이나 pH 변화에 의해 재생성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itrite는 N-nitrosamine

의 전구물질로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산성조건에서 여러 반응을 거쳐 활성화된 

dinitrogen trioxide 및 dinitrogen tetraoxide로 전환될 때 2급 amine과 반응하여 

N-nitrosamine을 형성하게 된다
(49)

.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감마선 조사시 N-nitrosamine의 구조 

중 결합세기가 가장 낮은 N-NO bond
(81)

가 파괴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유리된 nitric oxide

는 N-nitrosamine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에서처럼 2차 생성

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추후 감마선 조사에 의한 

N-nitrosamine의 radiolysis 화합물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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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2. N-Nitrosodimethylamine and N-nitrosopyrrolidine reformation from irradiated 

products in different pHs                                                   (unit: ppb)

pH
NDMA

1)
NPYR

None
2)

NaNO2 None NaNO2

2  ND
3)

 459±32
4)a

ND 678±41
a

3 ND 474±27
a

ND 779±37
a

4 ND 66±8
b

ND 94±11
b

a-b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3.

1)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nitrosodimethylamine (NDMA) and N-nitrosopyrrolidine (NPYR) 

was 1 ppm and then 5 kGy-irradiation was applied to destroy. 
2)
The breakdown products of NDMA and NPYR were reacted with 50 mM sodium nitrite (1 mL) 

or none at different pHs.
3)Not detected.
4)
Mean±standard deviation.

   (다) N-Nitrosamine의 조사분해물 동정 

   감마선 조사 후 NDMA 및 NPYR의 UV-spectrophotometer 측정 결과는 Figure 2-4와 같

다. NDMA의 고유 peak은 255-264 nm의 파장에서 나타났으며, 258 nm의 peak가 감마선 조사

에 의해 점차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PYR도 NDMA와 유사한 spectrum을 보 는데 감마

선 조사 선량에 따라 점차 주요 peak가 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UV-spectrum 결과를 바

탕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NDMA 및 NPYR의 peak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한 후 조사분해물을 

동정하기 위해서 GC-MS를 이용한 결과는 Table 2-53과 같다. 이때 감마선조사 직후 잔존하는 

NDMA와 NPYR은 각각 초기농도 대비 43.5, 31.2% 다. 감마선 조사된 NDMA의 조사분해물

은 ehtyl acetate와 2-dimethyl propanol로 구성되어 있다. Ethyl acetate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

하며, 산업적으로 인공 과일향 제조에 쓰일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다. 구조적으로 NDMA는 NO

와 2개의 dimethyl기를 가지고 있는데, 감마선 조사시 NDMA의 구조중 결합세기가 가장 약한 

NO bond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기의 공격을 받아 쉽게 절단되었을 것으로 사료된

다
(81)
. 일반적으로 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쉽게 radiolysis를 일으키는데, 이때 hydroxyl 

radical(˙OH), 전자, 수소원자(˙H) 등이 생성된다. 이중 hydroxyl radical은 매우 강력한 산화제이

고, 물에 의해 생성된 전자 및 수소원자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식품의 대부분은 물을 함

유하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 동안 산화 및 환원 반응을 갖게된다
(66)

. 본 실험에서는 NO가 조사

에 의해 생성된 radical과 반응하거나 혹은 감마선 조사 동안 쉽게 휘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분자량의 NO가 검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Hu와 Song
(80)
은 감마선 조사시 액체

상태에 용해되어 있는 NDMA를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시 dimethylamine과 nitrous 

acid 등으로 분해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에 의해 분해된 NPYR의 주된 분해물은 2-butanone과 2-methyl-6-propyl piperidine으로 동정되었

으며, 이중 2-methyl-6-propyl piperidine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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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분해된 휘발성 N-nitrosamines은 조사에 의해 생성된 radical과 반응하여 위와 같은 

화합물을 생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경로를 도식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NPYR의 경우 NO bond를 갖는 pyrrolidine기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쉽게 modification 

되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ring 구조가 열러서 piperidine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실

제식품에서의 조사분해산물 동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육제

품 및 발효제품의 NDMA와 NPYR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안전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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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UV spectra of N-nitrosodimethylamine (NDMA) and N-nitrosoyrrolidine 

(NPYR) in dichloromethane after gamma irradiation.

Table 2-53. Major radiolytic products from gamma irradiated N-nitrosodimethylamne 

(NDMA) and N-nitrosopyrrolidine (NPYR) by GC/MS
1

Component
Retention

indices

Retention

time (min)

Mode of 

identification

    NDMA

 Ethyl acetate 3931 4.68 GC/MS

 2-Dimethyl propanol 4120 7.00 GC/MS

    NPYR

 2-Butanone 1372 3.67 GC/MS

 2-Methyl-6-propyl piperidine 28878 12.48 GC/MS

1
NDMA and NPYR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were irradiated at 20 kGy and the concentration was 

3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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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질산염의 분해속도 및 N-nitrosamine 생성능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아질산염의 분해정도는 Figure 2-5와 같다.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

른 아질산염의 유의적인 함량감소가 관찰되었는데(P<0.05), 10 kGy의 선량에서 50%이상이 파

괴되었으며 40 kGy에서 완전히 조사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상관계수는 

0.9995 다. Ahn 등
(67)

은 유화형 소시지의 잔류 아질산염 함량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으

로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감마선 조사시 수분은 조사분해를 유도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Reszka 등
(81)

은 물

질에 UV 조사시 물은 hydrophotolysis를 유발한다고 보고하 다. 화학적으로 아질산염은 UV 

조사에 의해 NO를 형성하지만, 이때 형성된 NO radical은 검출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NO radical의 생성량과 수명은 조사방법, 즉 α-, β-, γ- 및 X 선 등의 에너지 양과 

파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질산염은 산성, 환원환경 및 에너지공급 조건

하에서 쉽게 nitric oxide(NO)로 환원된다. NO는 생물학적으로 neurotransmission, 혈전형성, 

혈압조절 및 면역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biological messenger로 작용하기도 하며
(47)

, 반면

에 체내 산소와 반응하여 peroxynitrite를 형성하는 neurotoxin 효과를 갖기도 한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다
(82)

.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아질산염의 함량변화를 kinetic model system에 적용하여 

파괴속도 상수를 산출하 다(Figure 2-6). 1차 회귀분석 결과 R
2
>0.9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직선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 및 비조사 된 아

질산염의 N-nitrosodimethylamine(NDMA) 형성 능력을 다양한 pH 조건하에서 측정한 결과는 

Table 2-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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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Degradation of sodium nitrite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by gamma irradiatio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0.684 (n=24), correlation coefficients: 0.9995, F-value: 2480.81, 

Pr>F: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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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4. N-Nitrosodimethylamine formation of nitrite irradiated at 0 and 40 kGy in different pHs   

                                                            (unit: ppb)

Treatment
1 pH

SEM42 3 4 6

0 kGy 165.66
a2x3

156.53
ax

75.33
b

22.85
c

7.663

40 kGy 81.53
ay

69.59
ay

33.73
b

9.26
c

5.892

SEM5 7.419 2.779 10.279 4.255
1
Sodium nitrite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was irradiated at 0 and 40 kGy.
2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Different letters (x,y)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8).
5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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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irst-order plot for degradation of sodium nitrite in deionized distilled water by gamma 

irradiation at 0 and 40 kGy (k; degradation rate constant, CA; the concentration of sodium nitrite after 

irradiation, CA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nitrite).

이때 4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시 아질산염의 잔류 함량은 비조사구의 50%가 파괴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nitrosation 반응을 위해 조제된 아질산염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농도에 의한 향으로 보여진다. 비조사구의 경우 NDMA의 생성량은 pH 2에서 166 ppb, pH 

3에서 157 ppb 으며,pH 4에서는 pH 2-3의 50% 정도만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
(49)

는 활성화된 nitrite에 의한 nitrosamine 형성은 강산조건에서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된 아질산염의 NDMA 형성 능력을 측정한 결과 비조사구에 비해 49, 44, 44 

및 39%의 NDMA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된 아질산염은 

nitrosamine 형성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아질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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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마선 조사시 형성된 NO radical이 쉽게 소실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감마선 조사는 아질산염을 소거하는 새로운 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조사분해

된 아질산염은 발암성 nitrosamine 생성의 전구물질로 작용하지 않아 식품에 대한 적용연구가 

수행된다면 감마선 조사기술을 식품의 유해성분 저감화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biogenic amine의 radiolysis

   (가) Biogenic amines의 조사분해 특성 

   감마선 조사에 의한 BAs의 함량변화는 Table 2-55와 같다. 각 BAs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Putrescine 및 spermine의 경우 5 kGy의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spermidine은 10 kGy, β-phenylethylamine 및 histamine은 15 

kGy에서 각각 완전히 파괴되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cadaverine, tryptamine, tyramine 및 

agmatine의 경우도 20 kGy의 감마선조사에 의해 약 95∼98%의 파괴율을 보 으며, 25 kGy의 

감마선조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Ahn 등
(67-70)

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N-nitrosamine과 sodium nitrite 등과 같은 식품 유해물질을 조사분해 할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biogenic amine의 radiolysis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실제 식품 중에 함유된 BAs의 파괴에도 감마선 조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용매상태에서의 BAs radiolysis 선량보다는 다소 높은 선량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Ahn 

등
(67)

의 연구에서도 nitrosamine이 실제 식품에서 radiolysis 되는데 더 높은 선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BAs의 파괴율을 kinetic model에 적용하여 파괴

속도를 예측한 결과는 Figure 2-7∼2-9와 같다. 

Table 2-55. Changes in biogenic amine content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mg%)

Irradiation 

dose (kGy)

Biogenic amines

PUT
1)

CAD TRP PHE SPD SPM HIS TYR AGM

0  10.0a2) 10.0a 10.0a 10.0a 10.0a 10.0a 10.0a 10.0a 10.0a

2.5  0.577
b

 6.063
b

 6.676
b

 4.121
b

 2.966
b

 1.986
b

  3.135
b

  9.327
b

  9.523
b

5 -
3)

 2.597
c

 3.565
c

 1.591
c

 0.464
c

-   1.117
c

  3.536
c

  3.585
c

10 -  1.433d  1.832d  0.199d - -   0.306d   3.016d   1.463d

15 -  0.308
e

 0.681
e

- - - -   0.482
e

  0.616
e

20 -  0.153
f

 0.386
f

- - - -   0.382
f

  0.469
f

25 - - - - - - - - -

SEM
4)

1.305 1.154 1.108 1.236 1.287 1.306 1.241 1.067 1.073
1)PUT : Putrescine, CAD : Cadaverine, TRP : Tryptamine, PHE : β-Phenylethylamine, SPD : 
Spermidine, SPM : Spermine, HIS : Histamine, TYR : Tyramine, AGM : Agmatine. 

2)
Different letter (a-f)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 Not detected. 
4)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n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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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First-order plot for degradation of putrescine (PUT), cadaverine (CAD) and 

tryptamine (TRP) by gamma irradiation (K; degradation rate constant, R
2
; correlation 

coefficient, CA; the concentration of biogenic amines after irradiation, CA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biogenic 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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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First-order plot for degradation of β-phenylethylamine (PHE), spermidine (SPD) 

and spermine (SPM) by gamma irradiation (K; degradation rate constant, R
2
; correlation 

coefficient, CA; the concentration of biogenic amines after irradiation, CA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biogenic 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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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First-order plot for degradation of histamine (HIS), tyramine (TYR) and 

agmatine (AGM) by gamma irradiation (K; degradation rate constant, R
2
; correlation 

coefficient, CA; the concentration of biogenic amines after irradiation, CA0;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biogenic amines). 

   Putrescine, spermine 및 spermidine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각각 

0.095, 0.053 및 0.051로 가장 빠른 파괴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BAs의 경우 0.032∼0.014로 

비슷한 수준의 파괴 속도를 나타내었으나 tryptamine 및 agmatine의 경우 0.014로 가장 감마선 

조사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독물질로 알려진 biogenic 

amine을 radiolysis시킬 수 있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빠른 파괴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biogenic amine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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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감마선 이용 공중보건제품 생산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기술 개발

1. 서론

 가. 방사선 이용 천연추출물로부터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최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한 각종 인공화합물들은 그 안전성 등의 문제

로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점차 식물류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적으로 이들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한 신소재 식물을 원료로 한 소재로 이동되고 있어 고순

도, 고농축의 자연 유래의 소재 개발과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식품산업

의 추세는 다기능성, 고품질, 고가로 가고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의 1차적 기능 외에도 기능성

도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방사선 조사는 완포장한 상태로 연속처리가 가능하고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의 방지, 에너지의 효율 증진 및 냉온살균․살충방법으로 유해성분의 생성이나 잔류성분이 

존재하지 않고
(1)
, 식품내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제거

(2)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

으나, 식품 중의 여러 성분들, 특히 물 분자의 균일분열(homolytic cleavage)의 결과 형성되는 

매우 강력한 활성 라디칼인 hydroxy radical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활성 radical들이 형성되어 

많은 연쇄반응들을 일시에 유발하게 된다
(3)
. 식품의 저장 또는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는 

특히 고지방질 식품의 산패 촉진에 의한 급속한 품질저하로 그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WHO
(1)
는 감마선 조사가 미생물을 제어하여 식품의 부패를 막고 안전성과 저장안정성을 개선

시킨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기술은 이러한 식품 저장의 목적 이외에도 최근에는 독성 또

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의 저감화에도 효과가 크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4,5)

. 더욱이 감

마선 조사가 한국전통약용식물의 추출 수율을 개선시켜 준다는 보고
(6)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추출물의 바람직하지 못한 색상을 개선하

고 본래 기능성을 유지하는 감마선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를 개발하고자 하 다. 

 

  (1)  감마선 조사된 유지 model system의 chlorophyll 제거 및 광산화 억제

   식품은 광선이 조사되는 조건하에서 그 저장성이 급격히 저하하게 된다. 근래에 들어와

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명한 포장재질을 사용한 식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유통, 저장 및 판매과정 중 태양광선이나 형광등에 의한 노출로 인하여 식

품의 광산화가 일어나게 된다. 광산화는 일반적인 자동산화보다 식품의 산화속도가 약 1,50

0∼30,000배 가량 빠르게 진행되므로
(7)
, 식품의 저장 안정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직접적

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때 생성된 radical들은 인체의 노화과정 및 각종 성인병을 촉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산화에 의한 식품성분들의 변화로는 유지의 변패취 및 필수지방산의 손실, 과산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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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테롤의 생성, 아미노산의 손실 및 황함유 아미노산의 산화로 인한 불쾌취 생성, 단백질 

변성, 비타민 파괴, 색소물질의 산화로 인한 변색, limonene 등의 terpinene류 산화로 인한 향

미 손실 등을 들 수 있어 성분 변화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러한 식품의 광산화는 광선, 광감체 및 산소의 3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photodynamic reaction으로서 광감체의 종류와 반응조건에 의하여 광산화 기작이 다르게 나

타난다. 광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광감체로는 chlorophyll, riboflavin, myoglobin 

유도체 및 합성식용색소(erythrosine, FD & C Red No. 3)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광범

위한 식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들 식품의 광산화 안정성은 극히 불안정하다
(8-10)

. 특히 

chlorophyll의 경우, 각종 식용유 및 유지 가공제품에 0.06∼5.00 ppm정도 함유되어 있다
(11)

. 

식용유지 및 유지 가공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chlorophyll의 함량으로도 식품의 광산화는 쉽

게 일어나게 된다. 특히 chlorophyll b는 식용유지의 정제공정 후에도 남아있게 되는 물질로 

광산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12)

.

   광감체로 인한 식품의 광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들뜬상태의 삼중항 광감체 또는 

일중항 산소를 각각 바닥상태의 광감체 또는 삼중항 산소로 소광시켜 기질의 광산화를 억제

시킬 수 있는 소광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광물질로는 

carotenoid
(13-15)

, tocopherol류
(16,17)

, amine류
(18-19)

, ascorbic acid
(20-22) 

등이 있으나 carotenoid는 

색을 띄고 있어 식품에 사용이 제한되고, tocopherol류는 색을 띄고 있진 않으나 광산화 억제

능이 약하며, ascorbic acid는 유지용해성이 없어 유지식품에의 이용이 불가능한 단점을 지니

고 있다. 또한 식품내 광감체를 제거함으로써 식품의 광산화를 억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광감체를 제거하여 광산화를 억제시키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광감체인 chlorophyll을 제거할 가능성을 제시하

고, 기질의 산화없이 광감체를 제거하여 광조사 시키는 동안 방사선 조사된 유지 model 

system의 광산화에 대한 산화안정성을 보고자 설계되었다.

  (2) 감마선조사에 의한 각종 천연물 추출물의 불용색소 제거 및 기능성 확인

   (가) 녹차 

   녹차는 전세계의 음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널리 애용되고 있는 음료로

서 심혈관 질환과 암과 같은 성인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와 역학적 조사가 이루

어져 소비자들에게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이후 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23)

. 

   녹차의 기능성 성분은 카테킨 등의 폴리페놀과 카페인, 아미노산류, 사포닌 등이 있으며, 특

히 폴리페놀은 여러 가지 식물류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용성이고 flavonoid류

가 주를 이루고 있다. 녹차의 각종 생리활성효과를 살펴보면 녹차추출물을 음용시킨 hairless 

mouse의 경우 간 등에서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며, UVB에 의해 유발되는 skin 

photocarcinogenesis에 대한 방어 효과, 피부에서 항염증, 항산화 그리고 항암작용등 여러 가

지 기능성을 나타내며, 혈압강하작용, 항돌연변이, 충치예방, 혈소판 응집 저해활성, 피부 광노

화 억제효과 등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24)

. 이러한 결과로 최근 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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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인 타임지에서는 2002년 1월 건강 특집판으로 토마토, 적포도주,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블루베리 등과 함께 녹차를 10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하 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녹차추출물의 색상을 개선시켜 식

품, 화장품, 의약품 등 공중보건산물 제조용 기능성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색소의 제거와 더불어 생리활성의 유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또한 색소의 제거와 생리활성이 유지된 방사선 조사처리로 개발된 녹차추출액은 저장 중 

다시 진한 색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 다. 즉 

높은 온도에서 더 빠르게 색환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Jo 등
(4)
은 녹차 추

출물을 복잡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마선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색소를 제거하고, 생리활

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 는데, 녹차의 색상 개선 후 저장 기간동안 색이 다시 환원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크기로 추출물을 캡슐화

하여 저장 안정성과 효과의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25)

. 그러나 여

전히 녹차추출물이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가공시설까지 이동 중에도 부분적으로 색의 환원이 

문제시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업적 적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Lee 등
(26)

은 자색고구마에서 추출한 색소의 안정성에는 pH, 당류, 유기산, 금속이온, 아스콜

빈산, 그리고 광의 존재가 향을 준다고 보고하 는데, 특히 아스콜빈산과 같은 항산화제가 

증가함에 따라 anthocyanin 색소의 파괴효과가 높고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anthocyanin 

색소의 파괴에 대한 상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오미자 

   오미자(Schizandra fructus)는 목련과의 낙엽 덩굴로 한국, 일본, 만주, 중국 등에 주로 분포

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오대산, 지리산, 발왕산 지역에서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강원도의 화

천, 인제, 평창, 경상북도 봉화,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및 경상남도 함양 등지에서 재배되

고 있다
(27,28)

. 오미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한방에서 전신쇠약, 정신 육체적 피로, 기관지염, 기

관지천식, 신경쇠약, 저혈압, 심장기능저하, 양실조궤양과 상처의 치료 및 시력을 증진시키며, 

알콜 해독 작용, 해열 등 많은 약리 기능을 나타내었다
(28,29)

. 현재까지 오미자 성분에 관한 연

구로는 주로 약리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lignan 화합물의 결정
(30)

, 일반성분, 

유기산
(31)

, anthocyanin 색소의 안정성
(32)

, 오미자의 부위별 유리당, 지질 및 비휘발성 유기산 

조성에 대한 연구
(33)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항균성에 대해서는 병원성 미생물
(34)

, 김치에서 분리

한 유산균
(27)

 그리고 Listeria monocytogenes
(27)

에 대한 항균효과가 보고되었으며, 항산화 효과

에 대해서는 식물체 추출물의 항산화성 및 아질산염 소거작용과 다류 원료 식물류의 물 추출

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
(35)

등이 보고되었다. 오미자 가공 연구는 반응 표면 방법에 의한 오미자 

음료 제조에 대한 연구
(36)

와 오미자 건조와 저장에 관한 연구
(37)

등이 보고되었을 뿐 오미자의 

기능적 특성과 생리활성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다) 칡 



- 251 -

   칡(Pueraria thunbergina B.)은 식물 분류학상으로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동

부 아시아, 남아메리카, 멕시코 및 미국의 일부에서 야생하는 등 온대 및 열대 지방에 광범위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38)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지역적으로 산야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칡

은 예로부터 한방과 민간 요법의 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칡 성분 중

에는 해열, 해독 등과 같은 간장병에 관련된 약리 작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칡의 기

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칡에서 추출한 조카테킨의 항산화 효과
(39)

, 식용유지에 대한 칡 추출

물의 효과
(40)

와 칡뿌리의 항산화 성분
(41)

등이 보고되었을 뿐, 그 외 칡의 기능적 효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식물류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 항산화 뿐만아니라 항암, 항균, 항알레르기, 충치방지, 심장질환, 

당뇨병 예방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42,43)

. 

   (라) 감잎 

   감은 한국의 전통적인 과실로 중풍, 동상, 화상, 지혈작용 등 여러 가지 약용으로 쓰이고 있

다
(44)

. 감잎은 flavornoid 올리고머, 탄닌, 페놀, 유기산, 클로로필을 포함한 다량의 물질이 함유

되어 있다. 그 중 탄닌성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45)

. 탄닌이나 탄닌에 gallate가 붙은 

그룹은 항균
(46)

, 항알러지
(47)

, 전자공여능
(48)

 및 혈압강하
(49)

 등 많은 생리기능성이 있다고 밝혀

져 있다. 

 

   (마) 감초 

   감초는 강한 피부미백효과를 가지고 있어 향장산업에서 첨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이

다
(50)

.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에 대한 생체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 메카니즘이나 피부 멜라닌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재배열하여 피부의 색을 검게하며 기미, 주근깨, 노화 등을 일으켜 현대에 

와서는 외모의 미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tyrosinase의 억제

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51)

.

   감초는 일반적으로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DC의 뿌리를 말한다. 대한약전에서는 감

초를 Grycyrrhiza gabra Linne나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또는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

의 뿌리나 포복경으로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52)

. 

Glycyrrhizine은 설탕보다 40 - 50배 높은 감미를 가지며 glycyrrhizine의 hydrolyze된 형태인 

glycyrrhetic acid는 혈전용해 능력
(50)

, 항알러지
(53)

 및 간염억제
(54)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감초는 약재의 목적이외에도 피부미백효과와 감미 때문에 향장산업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감초의 뿌리줄기부분인 포복경은 가늘고 부정형의 

형태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Kang 등
(55)

은 감초의 포복경 추출물은 

매우 높은 전자공여능과 항산화효과를 가졌으나 glycyrrhizin 표준물질은 전자공여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은 물질 투과시 원자, 원자단, 분자에 이온을 생성하게 하는 전리 방사선 중의 하나

로서 그 투과력이 강하여 농산물의 발아 및 발근 억제, 멸균, 숙도 지연, 식품 물성 개선, 식

품 첨가물, 향신료의 위생화, 화장품 및 의료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
(57)

. 감마선 고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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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물분자의 산소 수소 결합을 분해하여 수산 라디칼을 생산하고 단백질의 저 분자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58)

하 으며 저에너지의 감마선은 식물 유지의 항산화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 다
(59)

. 감마선 조사기술은 가공공정 및 기능성 향상
(4,60)

과 잔류 독성이 전혀 없고 식품 원

래의 품질을 유지
(61)

하여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식품가공원료 및 가공제품의 위생

화와 안전 저장, 유통 그리고 제조 공정 개선,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편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에 사용된 인공 화합물들은 안전성 문제로 점차 사라지고 식물류 중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

어있는 신소재 식물을 원료로 하기 위한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감마선이 녹차추출액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향과 가공적성을 높일 수 있는 색도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BHA와 ascorbic acid 등의 항산화제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로 불용색

소가 제거된 녹차추출물의 저장 중 색 환원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실험을 실시하 다. 또한 국내산 오미자를 열수 및 용매 추출하여 감마선 조사 처

리가 오미자 추출물의 색상 변화, 생리 활성에 미치는 향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칡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methanol과 acetone 용매로 

추출․농축하여 추출액을 획득하여, 칡 추출물의 산업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가 칡 추출물의 색상 변화, 생리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감마선 

조사된 감초의 뿌리와 포복경의 생리적 기능성을 비교조사하고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포복경

의 가치를 평가하 으며 감잎추출물을 이용한 연구도 병행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하여 분말화한 녹차잎 추출물의 첨가가 신선 또는 조리된 돈육 패티의 저

장 중 지방산화, 육색, 관능 및 전자공여능의 변화를 관찰하여 개발된 신소재의 식품가공적성

에 미치는 향도 관찰하 다. 

 나.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알러지 저감식품 생산기술 개발

   식생활의 현대화와 다양화는 우리 삶의 질을 성숙시켜주고 있다. 여기에는 식품 원료의 공

급이 원활하고, 다양한 식품 자원이 무역 자유화로 인해 보다 쉽게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

문이다. 또한, 해외 여행, 거주 등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자연스럽게 우리 식문화에 자리잡게 되

면서 식생활 형태가 동․서양의 뚜렷한 구분 없이 융화(fusion)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외식

산업의 호황과 패스트푸드 업계의 성업 등 편의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식품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한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의류나 주거에서

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으로 먹거리의 변화가 다른 문화적 유형들보다는 늦게 변화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인체가 갖고있는 생리학적 특성이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인간이 다른 집단과 

분리된 형태에서 오랜 시간동안 섭취해온 식품은 유전적으로 암호화되어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기전을 갖게 된다. 만약 전혀 새로운 성분을 갖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접촉하 을 

때 발생되는 과민반응은 신체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 외부 항원(antigen)에 대한 자가면역작용

(auto immune reaction)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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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소아과,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에는 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과민반응을 호소

하는 환자의 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 다양화 및 산업화로 인한 식품 과민반응, 즉 

식품 알러지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 알러지는 소화불량, 두드러기, 설사, 구토, 어지러

움, 호흡곤란 등 비교적 경미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전신적인 과민반

응(anaphylaxis)으로 혼수상태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식품 유래 질환이다. 식품으

로부터 유발되는 알러지는 인체의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항체(antibody) 중 면역 로블린

(immunoglobulin) 유형 E(IgE)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전신적인 과민반응

이며, 식품내 일반성분 물질(단백질, 탄수화물, 저분자 화합물 등)이 알러지원(allergen)으로 작

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62,63)

. 

   이 질환은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할 뿐 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고통과 대상식품

의 기피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현재까지 약 160여 종의 식

품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고, 갑각류(새우, 게, 바다가재 등), 생선(대구, 명태, 고등어 등), 우

유, 계란, , 메 , 대두, 땅콩 및 tree nut 등 8종류의 식품군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메 , 갑각류, 우유, 계란, 가루 등에 의한 알러지 유발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식품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원인식품이나 원인식품을 원

료로 함유한 가공식품을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임상

의(medical doctor)들에게서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제의 사용과 더불어 처방되는 

방법으로, 식품 양학적 관점에서는 크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식품 섭취에 있어 다양

한 양소를 갖는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알러지 원인식

품의 제한을 통한 식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 알러지가 

80% 이상이 유․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성장기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

해서는 적절한 양적 균형을 맞춘 식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알러지를 억제하는 방법은 원인물질의 소거나 변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효소적 가수분해법을 이용한 저민감분유(hypoallergic dried milk)가 개발되어 시

판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62,63)

. 한편,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genetical modification) 방법
(64)

이 소개되었다. 이들 방법은 다양한 식품에 이용하기가 거

의 불가능하며, 몇몇 식품들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식품알러지 억제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방사선 조사, 고온가압법 등

이 그것으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임상시험을 통한 실증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식품 양학적 관점에서 알러지 연구의 접근은 식품의 일차적 기능을 유지하고 질환을 효과적

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즉, 연구의 기본 방향을 양적으로 안정하며, 알러지에는 

안전한 가공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 가공공정의 변화, 병용처리기술

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식품알러지 연구의 어려운 점은 임상적 경험의 부족과 환자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정보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전술한 다양한 식품학적 

방법이 입증될 수 있으며, 개선된 가공방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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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임상 시험 등을 이용한 기초임상실험 수행이 식품 양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임상실증연

구단계에서는 전문임상의와 공동연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식

품․생명공학 분야의 현재 연구 추세로 식품, 생명, 임상이 구별되지 않고, 융합된 기술

(FT-BT-MT)을 이용하여 문제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보다 빠른 연

구접근을 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알러지의 효과적인 제어는 식품을 이해하고 있는 식품

학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고 본다.

   한편 방사선 식품조사가 식품의 위생화와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로서 점차 

그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65)

,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소

아과협회에서는 유․소아의 식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권고하여 이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이 더욱 기대된다
(66)

. 

   방사선에 의해 식품내 단백질들의 구조가 변화된다는 보고
(67-70)

가 발표된 이래로 방사선 조

사기술이 식품 알러지를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71-73)

.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붕괴되어 더 작은 분자량대의 polypeptide 등으로 

분해되거나, 분자간 응집으로 인하여 더 큰 분자량의 새로운 구조를 갖는다. 감마선 조사에 의

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펩타이드 결합과 disulfide bond의 파괴에 의해 단백질의 이차 또

는 삼차원적인 구조에 변성을 일으키지만, 단백질의 변성은 열에 의한 작용에 비해 적게 일어

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변성의 특징은 산소 존재 하에서는 단백질의 단편화

(fragmentation) 보다는 응집화(aggregation)가 주로 일어나게 된다. 

  (1) 감마선 조사된 식품알러젠의 구조적 변화 관찰

   (가) 계란 알러젠 

   계란은 중요한 식량 자원의 하나로 높은 양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로 섭취하거나 가

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란은 식품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주요 식품
(74)

에 해당되며, 난백 단백질에 존재하는 albumin (ovalbumin, OVA), ovomucoid (OM) 등이 주

요 allergen으로 보고되고 있다
(75,76)

. 특히 계란으로 유발되는 알러지는 성인보다는 유아나 소아

에게서 빈번히 발생되므로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적인 양공급에 악 향을 끼치며, 원인 식품

의 거부로 인한 편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77,78)

. 계란의 경우 효소처리와 가열처리로 알러지성

을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기도 하 으나
(79)

, 가공 식품의 첨가물의 경우에 약간의 

효과를 얻었을 뿐, 전란을 이용하거나 섭취할 경우 이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나) 우유 알러젠 

   우유 알러지는 수유기 아와 유아에게서 빈번히 발생되는 식품알러지로 우유 속에 있는 

casein 단백질과 유청단백질에 대해 체내에서 특이적으로 생산된 면역 로불린 E형 항체

(immunoglobulin E, IgE)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면역과민반응 1형(immune hypersensitivity 

type I)에 속한다
(78)

. 우유 알러지의 임상증상은 다른 식품알러지와 같이 환자가 우유, 유제품 

또는 우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섭취한 후 설사, 복통, 구토,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을 호소하거나 심하면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되며, 사망하기도 한다
(80-82)

. 우유의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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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allergen)은 우유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단백질이 알러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β-lactoglobulin(BLG)과 casein 단백질들이 주요 알러젠으로 알려져 있다
(76,83)

. 

특히, BLG는 우유에만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모유에는 존재하지 않고, 경구급여를 통한 임상

시험 결과 전체 우유알러지 유발 단백질 중 66%, skin prick test 반응에서는 68%의 가장 높

은 민감반응을 나타내며
(84-86)

, 기타 다른 우유단백질들도 알러젠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유청단백질 중 Bovine serum albumin(BSA)도 알러젠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82)

, 

BSA의 경우 우유뿐만 아니라 쇠고기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알러젠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

자는 쇠고기와 그 가공식품을 섭취하 을 경우 같은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Casein 단백질은 cheese 등의 유가공제품의 주요단백질로 많이 이용되

지만, casein에 대한 알러지 유발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우유 및 그 가공품의 섭취를 통한 

균형적인 양공급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유 알러지를 억제하고 감소시키

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단백분해효소를 이용한 알러지 저감화 우유(hypoallergic milk) 및 

유제품의 개발이 시도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61,63,87)

, 과도한 가수분해로 인한 제품의 손상 때

문에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88-90)

. 또한, 단백분해 효소의 이용은 우유알러지 억제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식품군에 대한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87)

.

   (다) 새우 알러젠 

   새우는 우유나 계란에 비해 알러지 유발 빈도가 다소 낮은 식품이지만, 다른 해양 갑각류 

식품(게, 가재 등)과 함께 알러지에 의해 발현되는 과민반응이 매우 민감하며, 성인에게서도 

잘 발생되는 식품 알러지이다
(91)

. 새우의 주요 알러젠은 tropomyosin으로, 열에 매우 안정하

여 가열 후에도 그 항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열안정성 단백질(heat-stable protein, HSP)로 

보고되었다
(92,93)

. 또한, 새우 등과 같은 식품은 위에서 소개한 기술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라) 마늘 알러젠 

   마늘(Allium sativum)은 독특한 풍미와 소화 및 생리활성을 돕는 효과가 큰 향신료로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식품이다
(94)

. 한편, 마늘에 대한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으로 야

기되는 피부질환
(95)

, 호흡기 천식
(96)

, anaphylaxis
(97)

 등이 보고되면서 마늘 알러지에 대한 관

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늘 알러지는 양파(Allium cepa) 알러지와 함께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다른 식품 알러지가 유․소아에게서 주로 발생되는 것과 비교할 때 성인

들에게서 발생율이 높으며, 특히 향신료 제조공장이나 식품가공공장의 작업자에게서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8-100)

. 다른 식품알러지 환자의 경우와 같이 마늘 알러지 환

자들은 마늘의 섭취뿐만 아니라 취급도 꺼려 균형잡힌 식생활의 저해와 마늘, 양파 등의 향

신료에서 얻을 수 있는 심혈관 장해 치료 효과
(101)

 등 다양한 임상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다. 마늘의 주요 알러젠들은 크게 allyl 계통의 미량 성분들과 단백질 부분으로 구분된다. 

Allyl 계통의 성분들 중 diallyl disulfide, allylpropyl disulfide와 allicin이 알러젠으로 동정되었

고
(102)

, 단백질 알러젠은 12 kDa(allivin), 20 kDa, 40 kDa, 54 kDa의 단백질들이 알러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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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되었으며
(98,103)

, 그 중 allivin이 가장 강력한 알러젠으로 보고되었다
(97)

. 마늘 알러지를 억제

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가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실용화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계란, 우유, 새우 및 마늘의 알러지성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난백 단백질 중 주요 allergen인 OVA(Gal d 1, 43 KD), 우유 단

백질 중 casein 단백질과 유청단백질, 갈색새우(Penaeus aztecus)의 주요 allergen(Pen a 1, 36 

KD)인 trpomyosin, 마늘 단백질 중 주요 알러젠인 allivin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야기

되는 알러지성 및 항원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2) 감마선 조사와 타 가공방법과의 병용처리에 의한 알러지성의 감소

   (가) 감마선 조사된 난백 알부민의 항원성에 미치는 가열의 향 

   기초연구에서 계란 알러지 환자의 IgE의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력이 

감소되는 것이 보고되어
(60)

, 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식품

들은 가열처리 되어 이용된다. 동물실험에서 가열처리된 OVA의 알러지성 및 항원성이 변화되

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104),(105)

, 감마선 조사된 OVA가 가열처리 되었을 때 알러지성 및 

항원성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알러지 저감화를 위한 감마

선 조사의 적용은 가열처리와 같은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되는 가공처리 공정에서도 감마선 조

사된 OVA의 알러지성 및 항원성의 변화가 검사되어야만 실용화될 수 있다. 

   (나) 감마선 조사가 난백 오보뮤코이드의 항원성에 미치는 pH의 향 

   OM은 세 개의 잘 분리된 도메인을 포함하는 28 kDa의 분자량을 가진 당단백질이다. OM

은 산성과 중성의 pH 조건(pH ≤7)에서 100℃로 가열되었을 때 비교적 안정하다. 그러나 염기

성 조건에서(pH ≥9) 80℃이하에서의 가열에 의해 쉽게 변성이 된다
(106)

. Mine과 Zhang
(107)

 그

리고 Besler 등
(108)

은 OM의 세 도메인에 환자들의 IgE의 결합력은 유의적이었고 탄수화물 부

분은 알러지성에 향을 주지않는다고 하 다. OM에서 유발되는 hypersensitivity를 감소하기 

위하여, 세 도메인에 있는 선상의 epitope를 파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마선에 의한 식품

의 알러젠의 구조적인 변화가 최근에 몇몇의 연구에서 관찰되고 어떠한 결과는 현재 이온화 

방사선이 알러지원성을 감소시키거나 식품 단백질의 결함하는 epitope의 파괴 및 변성에 의해 

항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 다
(60,72,109,110)

 .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자는 OM의 항원성

이 감마선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 다. 그러므로, 저자는 높은 pH에서 감마

선 조사가 OM의 알러지원성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열과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가 OVA의 항원성 및 알러지성의 변화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된 OVA를 가열처리한 다음 3가지의 

항체를 이용한 효소면역분석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사용하여 항

원-항체 반응력의 변화를 관찰하 고, 염기성의 pH조건에서 OM의 구조적인 변화와 알러지성

의 변화를 통해 계란 알러지에 대한 감마선의 유용성을 측정하고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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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 임상 시험 및 human challenge test를 통한 알러지 저감화 시험

   식품 알러지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뒤에 나타나는 이상반응 중 면역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빈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아져서 3세 이하 유아에서는 약 8%

에 이른다
(111)

.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은 사람이나 지역 및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는데 대개 달걀, 우유, 대두, 땅콩, 메 , 견과류 등이 소아 연령층에서 흔하며 이 중 달걀은 

유아기에 IgE 매개성 식품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식품 중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112)

. 소

아에서 달걀알러지의 경우 대부분 5-6세경에 민감도가 사라지게 되지만 약 1/3에서는 6세 이

상에서도 달걀에 대한 민감도가 잔존한다고 보고되었다
(81,113)

. 난백(egg white)의 알러지 항원

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OVA, OM, ovotransferrine 및 lysozyme이 주된 알러젠이며 이

중에서도 OVA와 OM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 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114)

. OVA는 분

자량 45 kDa으로 난백 단백질의 약 54%를 차지하는 주요 단백이지만 효소나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는 특성이 있다
(75,115,116)

. 한편, 식품알러지의 치료로는 원인식품을 일정기간 식이에서 철

저히 제거하는 회피요법을 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에서 광범위한 식품의 제한이나 장기간의 

제한 식이는 양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인 식품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식품가공물의 섭

취를 완벽히 제한하는 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식품알러지의 알러지 저감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cow's milk와 쌀은 저알러지성 식품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17,118)

.  또한 식품가공물의 주요 소재인 달걀에 효소나 열처리를 하

여 알러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알러지성을 감소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120)

. 그러나, 본 연구팀에 의하면 최근 식품

에 대한 방사선 조사로 알러지성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감마선을 조사한 OVA에 대한 

특이 IgE항체의 결합능이 감마선 조사선량에 비례하게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21)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 처리한 OVA의 알러지 항원성 감소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처리 한 OVA(이하 irradiated-OVA)를 이용하여 동물 모델시스템과 환자의 

알러지 피부단자 시험과 ELISA inhibition test를 시행하여 감마선 조사처리 전(이하 

native-OVA)과 후의 항원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4) 저알러지식품 개발 실증 연구  

   계란은 높은 양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식품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주요 식품군
(74)

이기도 하다. 계란 알러지는 성인보다는 유아나 소아에게서 빈번히 발

생되므로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적인 양공급에 악 향을 끼치며, 원인 식품의 거부로 인한 편

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77,78)

. 계란 알러지를 억제 또는 저감화 시키기 위해 단백질 분해효소

를 이용하거나
(79)

, 원인 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방법
(76)

등의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76,79,122)

, 실

용적인 방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계란의 주요 알러젠에 대한 구조변화 실험에서 상당히 긍

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71,122-12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계

란의 알러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난백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비교적 

난백을 많이 함유하는 가공식품 중 cake를 제조하고 그 품질 특성을 관찰하여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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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다. 방사선 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개발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는 미국에서 매년 6백5십만건의 식중

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식품생산 및 유통업체의 손실, 소송료, 소비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비를 합한 손실의 금액은 또한 엄청나다
(125)

. 주요 식품유래 질병의 발발은 

육, 유, 난제품, 과일, 채소, 어류 등인데, 최근의 식중독 사건의 발발은 소비자들이 병원성 미

생물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한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의 43%가 식품의 안전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26)

.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현

재 식품에 대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 중 대다수(약 

81%)는 건강증진소재가 첨가되거나 항산화제, 칼슘, 콜레스테롤 저하능력 등의 효과가 있다는 

식품이나 음료를 구매한다고 한다
(127)

. 그러므로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식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유라디칼을 발생시켜 유전물질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

로 불활성화시키게 되어 생존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128)

. 세포와 비교할 때 식품의 양소나 구

성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향을 받게 되므로 방사선 조사기술이 식육제품을 비롯한 식품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는데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살균 및 멸균을 위한 다

른 여타 식품가공방법과 마찬가지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목적은 병원성 또는 부패성 미

생물을 살균하면서 양적, 관능적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129)

. 그러나 지방의 산화, 콜레스

테롤 산화, 불쾌취의 생성 등 몇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130,131)

 소비자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과제라 하겠다. 

  (1) Vitamin E 함유 대두유의 첨가가 방사선 조사된 돈육 유화물 및 돈육 소시지의 

      지방산화와 휘발성 물질 생성에 미치는 향

   지방산화는 매우 복잡한 자연적 현상으로 불포화 지방산 분자가 자유라디칼 연쇄반응을 

통하여 산소와 결합한 후 fatty acid acyl hydroperoxides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131)

. 방사

선 조사는 hydroxy radical을 생성하여 식육제품의 지방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식육의 

약 75% 이상이 일반적으로 수분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분해산물인 aldehydes, ketones, carbonyl compounds, hydrocarbons 및 furans 등은 근육식품

의 풍미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의 불포화도는 지방산화의 발달에 주요 요인이다. 

Rhee 등
(132)

은 계육이 돈육이나 우육보다 높은 지방산패도를 가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계육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이 적육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잇꽃기름을 4와 6% 첨가하

여 사료로 급여한 돈육 등심육에는 6%의 우지를 첨가한 사료를 급여한 돼지의 등심육과 비

교할 때 높은 함량의 pentanal, hexanal, 2-heptanone, trans-2-heptanal, 2-pentylfuran, 

2-ethyl-1-hexanol, decanal 및 undecanal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133)

. 포화지방산은 현재 

콜레스테롤이나 low density lipoprotein의 수준을 높여 관상심장질환과 같은 성인병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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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밝혀져 있다
(134)

. 그러므로 식육제품에 일가 및 다가 불포화지방산을 첨가할 수 있으

면 이러한 위험을 줄여줄 수가 있다. 대두유에서 linolenic acid는 매우 적은 양만이 존재하지만 

대두유의 저장기간 중 산화안정성과 불쾌취 생성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135)

.

   비타민 E는 세포막의 주요 항산화 성분이고 반응성이 큰 자유라디칼에 의해 발생하는 막지

질 성분과 콜레스테롤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136)

. 칠면조를 200 IU/kg 

DL-tocopheryl acetate를 급여하 을 때 신선 칠면조 패티의 지방산화와 총휘발성물질의 함량

이 저장 7일 후에 측정한 결과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130)

. 또한 Lee 등
(137)

은 방사선 조사

한 식용유에 ascorbyl palmitate를 첨가하 을 때 지방산화를 유의적으로 억제시켰다고 보고하

고 이 때 억제능력은 첨가 농도와 비례한다고 하 다.비타민 E는 천연 지방안정제로 연쇄반

응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E를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면 동물의 근육조직 내에 

tocopherol의 농도가 높으며 이러한 근육식품의 지방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킨다고 밝혀졌다
(138)

. Ashgar 등
(139)

은 냉동 후 해동한 식육에서도 tocopherol을 함유한 근육의 지방산패도가 유

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는 tochopherol의 효

과는 가열 후 단시간내에 없어지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이다
(140)

.

   현재 많은 식육가공업체에서 방사선 조사된 분쇄육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구미의 

경우 업체와 학계가 중심이 되어 신선육 뿐만아니라 가공육제품 및 반조리제품의 방사선 조사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된 식육가공제품의 지방산 조

성, 항산화제의 사용 및 총휘발성물질의 생성 간에 관계는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두유를 이용하여 모델 고기유화물과 

소시지를 제조하 을 때 포장방법간 지방의 산화와 휘발성 물질의 생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

다. 

  (2)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가 소시지의 품질특성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

   키틴은 N-acetylglucosamine의 중합체로 셀룰로오스와 비슷한 생고분자이며 갑각류의 껍질

이나 곰팡이, 세균, 효모 등의 세포벽에 존재한다
(141)

. 키토산(키틴의 탈아세틸화된 형태) 또는 

키토산 올리고머는 항균
(142)

, 항암
(143)

, 항산화
(144)

, 콜레스테롤 저하
(145)

 등 많은 생리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진이나 식품 및 의약품 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더욱이 이러

한 다양한 기능성 외에 키토산과 키토산 올리고머는 고기능성 식품의 개발
(146)

, 식품산업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이용
(147)

, 과일쥬스의 저산성화
(148)

 등의 식품가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 

   키틴이나 키토산이 비록 높은 생물학적 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분자량이나 점도

로 실제로 생체내에서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다
(141)

. 또한 인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동물 소장

은 chitinase나 chitosanase 같이 키틴이나 키토산의 glucosidic linkage를 직접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장내에서 흡수하는데 향을 줄 수가 있다
(149)

. 그러므로 

수용성인 키틴이나 키토산 올리고머가 최근에 와서는 키토산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

키고 있다
(150)

. 

   Youn 등
(151)

은 키토산(0.2%, M.W. = 30,000∼120,000)이 첨가된 소시지가 저장안정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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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아질산염의 첨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자량 120,000의 키토산은 아

질산염 첨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높은 점도 때문에 

소시지 가공에서 문제점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그래서 저자들은 분자량 30,000 이하의 

키토산을 소시지 가공에 사용하도록 권고하 다. 그러나 분자량 30,000 이하의 키토산도 여전

히 산성(pH 5.5)에서만 녹일 수 있어 여전히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한편, 아질산나트륨의 첨가로 인하여 잔류되는 아질산염은 육가공제품에서 아민이나 아미노

산과 결합하여 N-nitrosamine이라는 독특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152)

. 그러나 바람직한 

색상, 풍미, Clostridium botulinum 독소의 생성 억제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질산염 외의 

다른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Byun 등
(153)

은 감마선 조사된 비가열 돈

육 등심육을 이용하여 햄을 제조하 을 때 아질산염을 첨가하지 않고도 바람직한 색상을 유지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미생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또한 Jo 등
(154,155)

은 지방함량이

나 사용된 지방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된 돈육 소시지의 적색도가 진공포장한 상태에서 전자

선을 조사하 을 경우 현저히 개선된다고 보고하 다. 또한 개선된 적색도는 지방함량이나 지

방의 종류와 상관없이 4℃로 4주간 저장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Byun 등
(153)

은 

5 kGy의 감마선 조사가 200 ppm의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

고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로 인한 육색의 개선과 미생물 제어효과와 더불어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로 인한 생리기능성의 부여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육제품의 생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가 설계되었다. 

 라. 방사선 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올리고머 생산기술 개발

   과거 다당류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지만, 최근 다당류의 bifidobacteria의 활성 촉진 및 장내

세균군의 개선 및 항 콜레스테롤 효과, 생체조절인자 등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

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다당류는 가수분해하여 저분자화 시키면 기능성이 본래보다 더욱 증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당류 또는 올리고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육상, 식물 다당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해조다당류나 올리고당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해조다당류는 알긴산

과 키토산이다.

 알긴산은 갈조류로부터 얻어진 다당류이며, (1-4) 연결된 D-mannuronic acid와 

L-guluronic acid로 조성되어있다. 단당들은 homopolymeric block(M block, G block)나 

heteropolymeric block(MG block)같은 block structure로 배열되어있다. MG block은 대부분 

flexible chains으로 형성되어있다. M 블럭은 강하게 면역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 블럭

은 딱딱한 chain으로 형성되어있고 2가의 양이온에 의해서 겔형성을 하면서 가교결합되어진다. 

블록의 상대적 양은 알긴산의 출처에 따라 다르다. 알긴산의 기능적 성질은 단당 조성 및 서열

과 관계가 있다
(156)

.

   알긴산은 식이 섬유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겔, 필름 형성 능력 때문에 식품, 제약산업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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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어왔다. 알긴산 올리고당은 depolymerization에 의해 제조되었고 Bifidobacteria의 

성장, 식물의 성장 촉진, 고혈압 예방 같은 생활성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알긴산 

올리고당은 의약 및 농업적 응용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진다
(157)

.

   (1-4) 연결된 2-amido-2-deoxy-β-D-glucan의 구조를 가진 키토산은 키틴의 N-아세틸화

된 유도체이다. (1-4) 연결된 2-acetamido-2-deoxy-β-D-glucan의 구조를 가진 키틴은 곰팡

이, 효모등에 주로 존재하는 자연다당류이며 셀룰로오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자연

다당류이다. 키틴과 키토산은 폐수처리, 펄프, 종이, 의약, 화장품, 생명공학, 농업, 식품, 멤브

레인 등과 같이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하지만 의약과 식품분야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수용액

상태에서 낮은 수용성을 가지는 고분자키토산에 의해 그 응용이 제한되어왔다. 수용성 키토

산과 키토산 올리고머는 항곰팡이 활성, 항박테리아 활성, 항종양 활성, 면역증가 효과, 병원

균의 감염에 대한 방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는데 유용하다
(158,159)

.

   알긴산이나 키토산은 이전에 산이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었다. 산분해는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이지만 고가, 저수율, 산폐기물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효소분해는 분해가 좀더 쉽

게 조절될 수 있고 반응물의 화학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분해보다 이점을 가

지고 있으나 반응이 느리고 비싸며 상업적 응용을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
(160,161)

. 따라서 방사

선 분해방법은 알긴산 올리고머와 모노머들의 대량생산을 위해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온을 생성하는 방사선은 glycosidic bond의 free radical 유도된 절단을 통해 다당류

를 분해한다. 방사선 조사는 source원이 Co-60인 감마선이 주로 사용되어지며 장시간, 고가

의 처리공정을 단축하여 분해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목적다당류를 분해시키는 유용한 

도구이다. 방사선은 이온을 생성시키면서 다당류를 분해시킨다. 방사선은 고분자의 분해와 

가교결합 및 식품의 살균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최근에는 천연자원을 재활용하거나 환경오염

을 감소시켜 생고분자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키토산, 알긴산, 카라기난, 셀룰로오즈, 펙

틴같은 탄수화물에 관한 방사선 조사의 향이 연구되었다
(157,162,163)

.

   Nagasawa 등
(157)

과 Hien 등
(162)

은 방사선조사에 의해 분해된 알긴산이 생물학적 활성의 

증가에 의해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liste 등
(164)

은 조사된 

agar, alginates, carrageenan 수용액의 물성적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 다. 키토산 fiber와 

film에 대한 방사선의 향을 연구하 고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며 키토산 chain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절단은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낮

추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방사선 이용 천연추출물로부터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1)  감마선 조사된 유지 model system의 chlorophyll 제거  및 광산화 억제

   (가) 클로로필(chlorophyll) 용액 제조 및 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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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시 광감체인 chlorophyll의 제거정도 및 최적 조사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3 

ppm(w/v)의 chlorophyll b(Sigma, St. Louis, MO, USA)를 첨가시킨 methanol(Acros 

Organics, NJ)용액을 방사선 조사하 다. 

   또한 방사선 조사시 기질의 산화 없이 광감체를 제거하고 광조사시키는 동안 산화 안정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감체로 3 ppm(w/v)의 chlorophyll b를 첨가시킨 methanol 용액에 

1.0%(w/v)의 linoleic acid가 되도록 하고 방사선을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온(12±1℃)에서 분당 83.3 Gy의 선량율로 방사선 조사하 다. Chlorophyll의 제거정도와 최

적선량 측정을 위하여 0.5, 1.0, 1.5, 2.0, 2.5, 3.0, 3.5, 5, 10 및 2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

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0.2 kGy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방사선 조사

하는 동안 N2 gas(99.999% ultra pure)를 이용하여 bubbling하 고  N2 gas 비처리구와 방사

선 조사에 의한 지질의 산화정도를 비교하 다. 

   (나) Linoleic acid가 첨가된 클로로필 용액의 방사선 조사후 광조사 

   방사선 조사시 기질의 산화 없이 광감체를 제거하고 광조사 시키는 동안 산화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된 시료를 35 mL의 투명한 glass serum bottle에 30 mL씩 정

확하게 넣고 고무마개와 aluminum cap으로 폐시킨 후 Fakourelis 등
(165)

과 Jung의 방법
(166)

에 따라 3,300 lux의 광도로 0, 1, 2, 4, 6시간 동안 light storage box에서 광조사하 으

며, 광조사하는 동안의 light storage box의 온도는 25±2℃이었다. 대조구로는 광조사로 인

한 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foil로 serum bottle에의 빛을 차단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

는 모두 60개(2 foil treatment × 3 irradiation doses × 2 replications × 5 photoxidation 

times)로 광조사 후 빛에 의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사 직후 foil로 빛을 차단한 후 실

험하 다. 

   (다) Chlorophyll b의 함량변화 및 Linoleic acid의 함량변화 

   방사선 조사 및 광 조사후 chlorophyll b의 함량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UV 

spectrophotometer(UV-1601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최대흡수파장을 

측정하 고 HPLC(Waters 2690 separation module, M996 Photodiode Array Detector)로 분

석하 다. HPLC 분석시 column은 Shiseido C18(4.6×250 mm, 5μm, Tokyo, Japan), 이동상은 

ethylacetate : methanol : water(60:30:10, v/v/v)로 하 으며 658 nm와 470 nm에서 표준물

질과 비교하여 분석하 다.

  방사선 조사 및 광 조사하는 동안 기질로 첨가된 linoleic acid의 함량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Folch 등
(167)

의 방법에 따라 추출한 후 BF3-methanol(14% solution, Supelco, 

Bellefonte, PA. USA)을 이용하여 methylation 시키고 GC(Agilent 6890 series, 7683 

ingector, GC Chemstation Rev. A.08.03, Agilent Tecnologies, Inc., Wilmington, DE)로 측

정하 다. Column은 DB-WAX(capillary, 60 m×250 μm×0.25 μm, J&W Co., Folsom,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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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사용하 고 injector 온도는 210℃, detector는 FID로 210℃로 하 다. Oven의 온도는 

180℃에서 5분 유지하고 분당 2.5℃로 220℃까지 승온시켰으며 220℃에서 20분동안 유지하

다. Carrier gas는 N2 gas로 분당 1.1 mL의 유속으로 흘려보냈고 H2는 30 mL/min, air는 300 

mL/min, make up gas는 28 mL/min으로 하 다.

   (라) Chlorophyll 용액의 색도 변화 

   Linoleic acid가 1% 첨가된 용액의 방사선 조사 및 광 조사 후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10 mL를 quartz cell(CM A-98, 10 mm in width)로 옮기고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illuminant D65 

10°광원에서 측정하여 Hunter color L값(ligntness), a값(redness) 및 b값(yellowness)을 구하

다. 

   (마) Chlorophyll 용액의 지질산화 측정 

   Linoleic acid가 1% 첨가된 용액의 방사선 조사후 chlorophyll의 함량변화에 따른 기질의 

광산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OCS법
(168)

에 따라 과산화물가(POV)를 측정하 다. 즉, 방사

선 조사 및 광 조사시킨 1% linoleic 용액에 35 mL의 chloroform : acetic acid(2:3, v/v)용액으

로 용해시키고  KI 포화수용액  0.5 mL를 가하여 1분간 충분히 진탕하고 5분간 암소에 보관한 

후에 증류수 75 mL와 전분지시약 1 mL를 가하고 0.005 N Na2S2O3로 적정하여 과산화물가를 

측정하 다.

   (바)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2회 반복하여 실험하 고 Statistical Analysis System
(169)

을 사용하여 분산분

석을 실시하 다. Student-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의 유의성을 

5%이내의 한계로 조사하 다.

  (2) 감마선조사에 의한 각종 천연물 추출물의 불용색소 제거 및 기능성 확인

   (가) 천연물 추출액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녹차잎은 전남 보성에서 2000년에 생산된 것을 구입하 고, 녹차잎 100 g을 

70% ethanol 2 L에 넣은 후 24시간 실온에서 간헐적으로 흔들면서 추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 다. 준비된 추출액은 감마선을 조사하기 전과 조사한 후에 첨가제를 가하는 두 

처리구로 나누었으며 추출 원액을 대조구로 사용하 다. 첨가제는 항산화제의 일종인  

butylated hydroxyanisole(BH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과 아스콜빈산(A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에탄올과 물에 각각 0.2%로 녹인 후 27 mL 녹

차추출물에 3 mL의 항산화제 용액을 첨가하여 최종 농도가 200 ppm이 되게 하여 사용하 다. 

   국내산 오미자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오미자 50 g에 증류수 500 mL을 가하

여 95℃에서 3시간씩 2회 추출후 여과하여 열수 추출물로 사용하 으며, 용매 추출물은 시료 50 

g을 70% ethanol, 70% methanol, 70% acetone등의 용매로 각각 500 mL 씩 가하여 실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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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동안 교반하여 획득하 다. 추출물은 규조토 여과를 한 후, 각각 선량에 따라 감마선 조

사후 1/9로 농축하여 추출 원액으로 사용하 다.

   생 칡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세절한 칡 50 g에 70% methanol과 70% acetone을 

각각 500 mL 씩 가하여 실온에서 120 rpm으로 24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여 획득하 다. 추출

물은 규조토 여과를 한 후, 감마선 조사하 다. 조사한 추출물은 30℃에서 1/9로 감압 농축하

여 추출 원액으로 사용하 다.

   한국산 감초의 뿌리와 줄기를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구입하여 45℃에서 5일

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재료는 200 g 씩 70% 에탄올 4 L에 침지하 다. 하루동안 몇번씩 저어 

주면서 추출하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하 다.  

   건조된 감잎(Diospyros kaki L., folium)은 상점에서 구입하 고 200 g씩의 시료를 70% 아

세톤 용액에 넣은 후 하루동안 침지, 추출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하 다. 

   (나) 패티의 준비 

   도축후 24시간이 지난 돈육 등심육을 서로 다른 세 식육점에서 구입하여 9-mm plate를 장

착한 분쇄기로 두 번 분쇄하 다. 분쇄육은 동결건조된 녹차잎 추출물 분말을 0.1% 함유한 구

(Trt B),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녹차잎 추출물을 동결건조한 분말을 0.1% 함유한 구(Trt 

C), 그리고 무처리구(Trt A)로 구분하여 약 100 g의 패티를 준비하 다. 준비된 패티는 산소투

과성이 있는 polyethylene 포장지로 포장하고 4℃에서 15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감마선 조사 

   추출액을 각각 2 L의 플라스틱 통에 담고 뚜껑으로 봉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감마

선 조사하 다. 선원은 Co-60로 0, 5, 10, 20, 30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조사하 으며 선원

의 세기는 약 100 kCi로 83.3 Gy/min의 선량율로 15 ± 0.5℃의 조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라) 색차계 측정 

   녹차추출액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0 mL를 quartz cell(CM 

A-98, 10 mm in width)로 옮기고 Color Difference Meter(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illuminant D65 10°광원에서 측정하여 Hunter 

color L값(lightness), a값(redness) 및 b값(yellowness)을 구하 다.

   패티의 육색은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색차계는 표준흑판 및 배간을 이용하여 표준화하 다. 

한 패티당 네부분의 색상을 측정하 고 그 평균치를 하나의 반복으로 이용하 다. 측정은 

medium size aperture를 이용하 고 각 측정은 반복하여 Hunter color L*-, a*-, b*-value를 

측정하 으며 결과는 Spectra Magic Software(version 2.11, Minolta Cyberchrom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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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Tyrosinase 저해효과 

   Tyrosinase 활성저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에 

의해 측정하 다.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buffer 0.2 mL의 혼합액에 시료용액 0.2  mL을 첨가 37℃, 15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

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값으로 환산하 다.

   (바) 전자공여능(DPPH) 측정 

   천연물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의 측정은 Blois의 방법
(170)

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를 

적당한 농도로 증류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후 희석액 1 mL에 0.2 mM α,α′-diphenyl-β

-picryl-hydrazyl(DPPH)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전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가공적성 시험은 패티 시료 2 g을 20 mL 시험관에 넣은 후 8 mL의 증류수를 첨가하고 

spped 6의 속도로 15초간 균질기(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를 이

용하여 균질화시켰다. 혼합물은 여과지(No. 4, Whatman Internatoinal Ltd., Springfield Mill, 

Maidstone, Kent, England)로 여과한 후 클로로폼 2 mL을 첨가하 다. 여과물과 함께 시험관

을 강하게 vortex하여 시료의 지방을 전부 제거한 후 2,4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VS 

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Bucheon, Korea)하 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취하여 증류수

로 5배 희석한 후 시료 1 mL를 0.2 mM DPPH radical(1 mL)에 넣고 섞은 후 3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사) 천연물 추출물의 TBA가 측정에 의한 항산화성 시험 

   항산화력 실험은 oil-emulsion을 제조하여 사용하 으며, oil-emulsion은 2 mL soybean oil, 

18 mL 증류수 그리고 100 μL Triton X-100을 가한 후 그 유화된 혼합액을 제조하 다. 혼합

액에 추출물을 첨가하여 반응시키면서 24시간마다 thiobarbituric acd(TBA) value를 측정하

다. TBA가 측정은 반응액 2 mL와 증류수 6 mL을 혼합하 다. 혼합액에 7.2% BHA을 50 μL 

가해 산화력을 억제하고 균질화하 다. 균질화된 반응액 1 mL에 TBA/TCA 용액을 2 mL을 

첨가한 후 90℃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고, 반응 종료후 10분 동안 냉각하 다. 냉각 후 2,4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여 532 nm로 측정하 다. 

   (아) 오미자 및 칡 추출물의 항균력 측정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Table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am(+), gram(-)을 선택하여 각각의 

액체배지에 계대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항균 활성 시험은 증식 배지를 사용하여 hard 

agar plate를 제조한 후 soft agar에 배양한 시험 균주 1%를 접종하여 중층하 다. 그리고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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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된 paper disc(φ8 mm, Whatman)를 사용하여 시료를 첨가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clear zone(mm)으로 항균활성을 비교하 다. 

Table 3-1. Microorganisms test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of Schizandrae fructus and 

Puerariae radix extract

Organisms Medium Incubation temperature(℃)

Gram(+)

Bacillus subtilis KCCM 11314  NB
1)

37

Bacillus natto M-1002 NB 37

Bacillus megaterium KCCM 35409 NB 37

Gram(-)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9 NB 37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NB 37

Escherichia coli ATCC 25922 NB 37

1)
NB : Nutrient Broth.

   (자) 패티의 지방산패도, 지방산조성 및 관능검사 

   지방산패도는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값을 spectro- 

photometer(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Ahn 등
(170)

의 방법으로 측정

하 다. 지방산패도는 시료 kg 당 malondialdehyde(mg)의 함량으로 계산하 다.

   지방산조성은 Jo와 Ahn
(171)

의 방법으로 flame ionization detector(FID)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GC, Model 6890, Agillent Technologies Inc., Palo Alto, CA)를 이용하여 측

정하 으며, 시료는 split inlet(split ratio, 20:1)을 이용하여 capillary column(DB Wax, 60 m 

× 250 μm × 0.25 μm, J&W Scientific Inc., Folsom, CA)에 주입하 다. 오븐의 온도는 18

0℃에서 5분간 정치한 후 2.5℃/min으로 220℃까지 승온하고 20분간 정치하 다. 시료의 주

입은 자동주입기(Agillent Model 7683 injector, Agillent Technologies, Inc.)로 주입하 으며 

주입기와 검출기의 온도는 210℃로 고정하 다. 이동상으로는 질소가스를 1.1 mL/min의 항

속으로 사용하 고 검출기의 air, N2, make-up gas(N2)는 각각 300, 30 및 28 mL/min이었다. 

획득한 크로마토그램은 GC Chemstation software(Rev. A.08.03, Agillent Technologies, Inc.)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관능검사는 훈련된 관능검사요원(n = 10)을 이용하여 신선 또는 조리된 돈육 패티의 관능

특성을 측정하 다. 패티는 약 170℃로 미리 가열된 pan에 올려놓은 후 30초 후에 한번 눌러

주었다. 그리고 1.5분간 유지한 후 패티를 뒤집어 다시 1.5분간 가열하 다. 이렇게 하여 패

티의 심부온도가 약 78℃가 되었으며 평균 pan의 온도는 160℃ 다. 실온에서 약 2분간 냉각

한 후 패티를 네 조각으로 나누었고 관능검사요원에게 개인적으로 공급되었다. 서로 다른 세 

번의 관능검사를 하 고 신선 돈육 패티의 관능검사 항목은 육색과 냄새 고, 가열 돈육 패

티의 경우 육색, 냄새, 맛 및 연도를 측정하 다. 15 cm line-scale의 관능검사표가 관능검사

요원에게 공급되었고 그 수치는 육색은 very undesirable(0)과 very desirable(15), 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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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off-odor(0)과 very mild odor(15), 맛은 very poor taste(0)과 excellent(15) 그리고 연도

는 very tough(0)과 very tender(15)로 측정하도록 하 다. 

   (차)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2회 반복하 으며 One way Analysis of Variance를 Statistical Analysis 

System
(169)

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Student-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의 유의성을 5%이내의 한계로 조사하 으며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보고하 다.

 나.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알러지 저감식품 생산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된 주요 식품 알러젠의 구조적 변화 관찰

   (가) 환자혈청 및 동물항체의 준비

   분석에 사용한 환자혈청은 각 식품 알러지 병력이 있고 각 항원(알러젠)에 대한 skin prick 

test에 양성인 20명의 환자에게 과민반응을 유도한 후, 즉시 혈액을 채취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80℃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또한 비교구는 각 식품에 알러지가 없는 5명으로부터 혈

액을 채취하여 그 혈청을 사용하 다. 

   OVA에 대한 단클론 항체(momoclonal anti-chicken egg albumin IgG, Clone OVA-14, 

M-IgG)는 Sigma사로부터 구입하 다. OVA에 대한 다클론항체(P-IgG)는 Lee 등
(67)

의 방법을 

사용하여 토끼에 면역원으로 OVA를 감작시켜 생산하 다. 

   새우 tropomyosin에 대한 mouse 단클론항체(mAb 4.9.5)는 Jeoung 등
(172)

의 연구에서 사용

된 항체를 분양 받아 사용하 고, heat-stable protein(HSP)에 대한 다클론항체는 Lee 등
(124)

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하 다.

   (나) 시료의 준비 및 감마선 조사

   ① 계란 및 우유 단백질의 준비 

   감마선 조사에 의한 OVA의 항원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igma사(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MO, USA)로부터 순도 98%의 분리, 정제된 OVA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OVA를 2 mg/mL의 농도로 0.01 M phosphate buffer(0.15 M NaCl, pH 7.4, PBS)를 사용하여 

준비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계란에 대한 직접적인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판계란을 구입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한 우유단백질은 casein 단백질 3종(α-casein, ACA; β-casein, BCA; κ-casein, 

KCA)과 유청단백질 3종(α-lacatalbumin, ALA; BLG, BSA)을 Sigma사(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각 단백질을 2 mg/mL의 농도로 0.01 

M PBS를 사용하여 준비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② 새우 추출물과 주요 HSP (36 KD)의 조제 

   지역 수산시장으로부터 냉장 갈색새우(Penaeuas aztecus)를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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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우 단백질 추출액은 Lee 등
(67)

의 방법을 변형하여 준비하 다. 새우의 껍질과 머리를 제

거하고, 새우살 20 g에 0.3 M NaCl을 함유한 0.01 M PBS를 200 mL 넣고 균질기(Diax 900, 

Heidolph, Germany)로 균질화하 다. 균질물을 4℃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고 원심분리(10,000 

rpm, 30 min)한 후 상등액을 여과하여 그 여액의 단백질 농도를 bicicinchonic acid (BCA) 

protein assay ki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1.0 mg/mL로 보정

한 후, 유리시험관(10 mL)에 넣고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한편, 새우에서 HSP를 분리하기 위해 Nagpal 등
(92)

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우의 주요 HSP를 

분리하 다. 새우를 증류수에서 15분간 삶은 후 껍질과 머리를 제거하고 새우살 100 g에 PBS 

완충액 1,000 mL을 가하고 균질하여 4℃에서 하룻밤 교반한 후 원심분리(10,000 rpm, 30 min)

하여 그 상등액을 여과하 다. 그 여액에 (NH4)2SO4를 30% 포화농도가 되게 첨가한 후 원심

분리(6,000 rpm, 20 min)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NH4)2SO4를 60% 포화농도가 되게 첨가하고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침전된 부분을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은 완충액으로 투석하

다. 투석된 용액을 0.1N HCl 용액을 사용하여 pH 4.5로 보정하고 8,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하여 등전점 침강법(isoelectric precipitation) 방법으로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은 방법으로 3회 isoelectric precipitation을 하 으며, 침전물을 다

시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은 용액에서 투석시켰다. 투석된 용액을 0.45 μm 여과지를 사용

하여 여과한 후 BCA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를 1.0 

mg/mL로 보정하 다. HSP 용액을 유리시험관(10 mL)에 넣고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남

은 HSP 용액은 동량의 glycerol과 섞은 후 -20℃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분리한 HSP

의 순도는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12.5% 

acrylamide)에서 측정하 다.

   ③ 마늘 단백질  

   마늘은 지역 시장으로부터 통마늘을 구입하여 마늘의 껍질을 제거한 후 과육부분을 분리하

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실온에서 표면을 건조시켰다. 표면이 건조된 시료를 각각 100 g씩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마늘 단백질 allivin의 분리는 Asero 등
(98)

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 다. 즉, 동결된 마늘 

시료 20 g을 추출용액(0.15 M PBS, pH 7.2, 2% polyvinylpolypyrrolidone, 10 mM 

diethyldithiocarbamate, 2 mM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 200 mL에 넣고 

실온에서 약 1시간 방치한 후 균질기(Diax 900)를 사용하여 균질화하 다. 마늘 균질액을 4℃

에서 16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단백질 부분을 추출하 다. 교반 후 9,000×g에서 30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한 다음 Whatman No. 4 여과지(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여액의 부피를 측정하 다. 부피에 맞게 고체 

(NH4)2SO4를 60%로 포화되게 교반하면서 천천히 투여하여 용해시켰다. 용해 후 6,000×g에서 

20분간 고속원심분리기(Sorvall
Ⓡ
 RC-5B, Du Pont Instruments, Newtown, CT, USA) 원심분

리하여 침전물을 분리하고, 0.01 M PBS(pH 7.4)을 사용하여 침전물을 용해시키고, 같은 완충

액 1,000 mL에서 투석하 다. 투석에 사용한 tube(pore size < 5,000 Da)는 Spectr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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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Por
Ⓡ
 molecular porous membrane, Spectrum Medical Industries, Inc., Houston, TX, 

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처음 투석 후 4시간 후 완충액을 교환하여 주고, 이 후 12시간마

다 완충액을 교환하며 28시간 후 투석을 마쳤다. 투석된 용액을 9,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침전된 부분을 제거한 후 0.22 μm disposable filtration kit(Millex
Ⓡ
-GV, Millipore, 

Molsheim, France)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Protein Assay Kit(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 다. 표준 단백질용액은 bovine serum 

albumin(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MO, USA)을 0.01 M PBS에 일정 농도로 용해

한 다음 희석하여 사용하 다. 분리된 용액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정성은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12.5% acrylamide)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Allivin 용액은 4℃에 보관하며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④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Co-60을 선원으로 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시료가 계획된 흡수선량

을 받도록 감마선을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다. 이때 조사실의 온도는 10℃ 다. 

조사 후 시험 용액을 4℃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감마선 조사된 항원(알러젠) 분석시험

   ① ELISA를 이용한 항체 반응성 평가 

   감마선 조사된 각 항원에 대한 항체의 반응성 평가는 competitive indirect Enzyme linked 

immnosorbent assay (Ci-ELISA)법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즉,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항원을 basic coating buffer(0.1 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1.0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100 μL를 첨가하여 4℃

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gelatine 용액 130 μ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고, 

일정하게 희석한 감마선 조사된 항원 용액, 또는 시료용액과 표준항원 용액과 적절히 희석한 

환자 혈청을 각각의 well에 50 μL 첨가하고 반응시켰다. Mouse anti-human IgE에 

horseradish peroxidase(HRP)(Southern Biotechnology Associates, Inc. Birmingham, AL, 

USA)를 공액결합한 2차 항체를 PBS 완충액을 사용하여 0.1 μg/mL로 희석하여 well에 100 μL

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0.04% ο-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 기질용액을 

사용하여 발색을 유도하고, 세척없이 그 well에 2.0 M H2SO4 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 후 

492 nm로 고정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microplate well에 고정된 항원과 환자의 IgE와의 반응을 구하 다. 각 

단계별 반응 후 well을 0.05%(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고, 

coating을 제외한 모든 반응은 37℃에서 120분간 반응시켰다.

   M-IgG와 R-IgG의 Ci-ELISA는 1차 항체의 희석비를 M-IgG는 0.01%로 R-IgG는 0.05%로 각각 

PBS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고, 2차 항체를 M-IgG의 경우 Rabbit anti-M-IgG HRP(Dako 

A/S., Glostrup, Denmark), R-IgG의 경우 Goat anti-R-IgG HRP(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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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부분은 IgE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 다. 

   ② Sandwich ELISA 

   감마선 조사된 시료용액에 존재하는 표준항원의 양을 면역분석법으로 정량하기 위해 

Vijayalakshmi 등
(174)

의 방법으로 sandwich ELISA를 실시하 다. mAb 4.9.5를 basic coating 

buffer(0.1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0.1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100 μL를 

microwell에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gelatine 120 μL를 첨가

하여 blocking하 고, 감마선 조사된 HSP 용액과 표준 HSP용액을 각각의 well에 100 μL 첨가

하고 반응시켰다. 0.1 μg/mL로 희석한 rabbit anti-HSP IgG 용액 100 μL를 첨가하여 mAb 

4.9.5와 결합된 HSP와 반응시켰고, goat anti-rabbit IgG(Sigma Chemical Co.)에 horseradish 

peroxidase를 공액결합한 2차 항체를 사용하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색을 유도하여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고. 이때 얻은 흡광도를 표준곡선에 대입하여 HSP의 농도를 구하

다. 각 단계별 반응 후 well을 0.05% (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PBST)으로 3회 

세척하 고, coating을 제외한 모든 반응은 37℃에서 90분간 반응시켰다. 

   ③ Blind test를 통한 면역반응성의 변화 측정 

   실험자가 농도를 알 수 없도록 조제한 선량별 시료용액에 대한 각 항체의 면역반응성을 측

정하 다. 비조사구로부터 얻은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시료용액내 존재하는 항원의 농도를 측정

하여 비조사구를 1로 하 을 때 얻어진 값을 구하여 감마선 조사된 항원과 각 항체 반응성을 

비교하 다.

   ④ 전기 동과 환자 IgE를 이용한 immunoblotting 

   Laemmlie의 방법
(175)

을 사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항원과 시료내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SDS-PAGE를 실시하 다. 전기 동이 끝난 후  Towbin 등
(176)

 방법을 사용하여 gel을 

nitrocellulose paper (0.45 μm, Pharmacia Biotech.)에 transfer 시킨 후 PBS 완충액으로 10%

로 희석된 환자의 혈액을 사용하여 면역반응을 시키고, mouse anti-human IgE/IgG-HRP를 2

차 항체로 사용하여 반응시킨 후 4-chloro-1-naphtol (Sigma, Chemical Co.) 용액을 기질로 

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검사하 다. 

   ⑤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HPLC 

   감마선 조사된 항원용액에 존재하는 표준항원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Vijayalakshmi 등
(177)

의 방법을 변형한 GPC-HPLC를 사용하 다. HPLC system은 Waters Allience HPLC system 

(Mo. 2690, MA, USA)에 Protein KW-803 column (Shok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

하 으며, 0.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2)를 이동상으로 하여, 0.75 mL/min의 유속

으로 이동시켰으며, 260 nm와 280 nm의 파장에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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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혼탁도 측정  

   감마선 조사된 allivin 용액과 조사 후 여과된 용액에 대한 UV spectrum의 변화를 

spectrophotometer(UV-1600PC, Shimadzu Corp., Kyoto, Japan)를 사용하여 180에서부터 900 

nm까지의 파장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Spectrum 측정 후 280과 660 nm에서의 흡

광도를 측정하여 이전 연구
(67)

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된 allivin 용액의 혼탁도 및 구조적 변

화를 관찰하 다. 

   (라) 결과 평가 및 통계처리

   단백질 농도 변화 및 UV spectrum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시료에 

대해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
(169)

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2) 감마선 조사와 타 가공방법과의 병용처리에 의한 알러지성의 감소

   (가) 감마선 조사된 난백 알부민(ovalbumin)의 항원성에 미치는 가열의 향  

    ① 시료의 준비 

   OVA를 0.01 M PBS에 2.0 mg/mL의 농도로 준비하 다. OVA 용액을 각각 가열처리구, 

가열후 감마선 조사구, 그리고 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구로 구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② 가열처리 

   시료의 가열처리를 위해 가열처리구와 가열후 감마선 조사구로 구분된 OVA 용액을 유리

시험관(직경 1.0 cm)에 5 mL씩 담고 뚜껑을 닫은 후 thermocouple(CTF 9008, Ellab, 

Denmark)에 의해 온도가 유지된 waterbath(W 400, Büchi, Switzerland)에서 가열 처리하 다. 

이때 설정온도는 37, 60, 70, 75, 80, 85와 90℃ 으며, 정해진 온도에서 15분간 정치시켜 가열

한 후 얼음물에 담가 냉각하 다. 한편 시료를 100℃의 가열처리와 가압멸균처리를 위해 각각

의 tube를 끓는 물에 15분간 정치시키거나 가압멸균기(MLS 3000, Sanyo Co., Tokyo, Japan)

에서 멸균시켰다. 가열 처리 후 같은 방법으로 냉각시켜 시험에 사용하 다.

   ③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구로 준비된 용액을 5 mL씩 유리시험관에 옮겨 뚜껑을 닫아 준비

하여, 가열처리후 감마선 조사구로 가열 처리된 시험관과 함께 10 kGy의 흡수선량을 받도록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에서 조사하 고,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다. 

   ④ 정량표준곡선의 작성 

   이전에 보고된 Lee 등
(178)

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각각의 항체로 ELISA법을 확립하 다. 

각 항체별 최적 조건을 확립하여 OVA를 정량할 수 있는 표준곡선을 작성하 으며, 이때 

ELISA의 실험조건은 Table 3-2와 같으며, Ci-ELISA 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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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conditions of ELISA for establishing standard curves of three antibodies 

and the characteristics 

Antibody
Concentration of
coated antigen

 (μg/mL)

Dilution rate of 
Primary Ab

Dilution rate of
Secondary 
Ab-HRP

Detection 
range

(μg/mL)

Detection 
limit

(μg/mL)

Patients' IgE 10 1:50 1:1,000 3.9 ∼ 125 0.1

Mouse IgG, monoclonal 1 1:10,000 1:20,000 7.8 ∼ 62.5 0.01

Rabbit IgG, polyclonal 10 1:2,000 1:10,000 7.8 ∼ 1,000 0.1

   ⑤ OVA의 정량  

   시료용액내에 항체와 반응하는 OVA를 정량하기 위해 ELISA를 실시하 다. 즉, OVA가 고

정되고 blocking되어 있는 well에 각각의 시료용액을 20 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항체용액과 

함께  50 μL씩 주입하고 반응시켜 시료용액에 존재하는 OVA와 항체와의 반응성을 조사하여 

표준곡선에서 얻은 방정식에 대입하여 OVA의 농도를 산출하 다.  

   ⑥ 시료용액의 혼탁도 변화  

   감마선 조사와 가열처리에 의한 시료용액의 혼탁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Chan 등
(179)

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가열 및 감마선 조사된 시험용액을  340 nm로 고정된 

spectrophotometer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시료의 혼탁도로 사용하 다. 

   (나) 염기성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ovomucoid의 알러지성과 구조변화 

   ① 단백질과 항체 

   분리된 계란의 OM은 난백 단백질의 표준 알러젠으로 사용하기 위해 Sigma Chemical Co.

에서 구입하 다.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자의 혈청을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2차 항체는 

rabbit anti-human IgE IgG(Sigma Chemical Co)를 사용되었다.  

   ② 시료 준비 및 처리 

   OM은 각각 pH 7.4, 9.0과 10.0의 0.01 M PBS 완충액에 녹이고 최종 농도를 같은 pH를 가

진 buffer를 사용하여 2.0 mg/mL로 맞추었다. 이 용액(30 mL)은 뚜껑이 있는 유리 tube(1.0 

cm, glass thickness 1 mm)에 넣고 감마선을 조사하 다. 

   염기성 용액(pH 10.0)의 pH를 7.4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사된 용액의 반(15 mL)을 투석 튜

브(pore size, 12,600 dalton, Spectrum® Medical Industries, Inc.)에 넣고 pH 7.4의 0.01 M 

PBS 2 L에 4℃에서 밤새 투석하 고 이 때 buffer는 두 번 바꾸어 주었다. 

   이 시료 용액의 단백질 농도는 이전에 기술한 방법에 의해 BCA protein assay kit(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표준 시료로 BSA 용액을 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여 562 nm에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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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ELISA test 

   시료에 대한 IgE의 결합력을 측정하기 위해 Ci-ELISA를 사용하 다. 

   ④ 탁도 및 Hunter 색도 

   조사에 의해 생성된 용액에서의 OM의 응집을 관찰하기 위해, 시료 용액의 탁도는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280, 320, 340 과 66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을 바탕으

로 이전에 보고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10 mL의 시료 용액을 glass cell (CM-A97, optical path length, 2 mm)에 옮기고 cell 

holder에 넣고 색도의 변화, 특히 b- value를 측정하기 위해 illuminant D65/10 observer가 있

는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큰 크기의 틈은 3번의 측정으로 사용되었다. Hunter color L-, a-, and 

b- values는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chrom Inc. Osaka, Japan)

를 사용하여 얻었다.

   ⑤ SDS-PAGE 

   시료 용액 (2 mg/mL)에 대해 SDS-PAGE (5 - 15% gradient gel)은 Hoefer vertical 

electrophoresis apparatus SE-600 (Pharmacia Biotech.)를 사용하여 Laemmlie의 방법
(175)

에 의

해 수행하 고, staining and destaining 방법을 사용하 다. 분자량 측정을 위해 molecular 

weight marker는 Bio-Rad Laboratories에서 구입하 다.

   (다) 새우(Penaeus aztecus)의 알러지 억제를 위한 감마선 조사

   ① 시료의 처리 

   지역 수산시장으로부터 냉장 갈색새우(Penaeuas aztecus)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처리 조건에 따른 알러지 억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구를 감마선 조사구(A), 감마선 조사

후 가열처리구(B),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구(C)로 구분하 다.

   A, B, C의 단백질 추출은 Lee 등
(67)

의 방법을 이용하 다. A는 껍질을 벗기고 머리 부위를 

제거한 시료 20 g에 0.01 M PBS 완충액을 200 mL 가하여 균질기(Diax 900)로 균질화하 다. 

균질물을 4℃에서 하룻밤 동안 교반하고 원심분리(10,000 rpm, 30 min)한 후 상등액을 여과하

여 그 여액을 새우의 근혈장 단백질 용액(shrimp sarcoplasmic protein solution, SSPS)으로 사

용하 다. 침전물에 다시 0.6 M NaCl을 함유한 0.01 M PB 완충액 200 mL을 가하고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단백질을 추출하여 새우의 근섬유 단백질 용액(shrimp myofibrillar protein 

solution, SMPS)으로 사용하 다. 

   B와 C는 새우 20 g을 각각 취한 후 0.6 M NaCl을 함유한 PB 완충액 200 mL을 가하고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 용액을 준비하 다. B의 단백질 용액을 B-ICSP(irradiated and 

cooked shrimp protein)로 C의 단백질 용액을 C-CISP(cooked and irradiated shrimp protein)

로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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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에서 얻어진 단백질 용액들의 단백질 농도를 BCA protein assay kit(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단백질의 농도를 1.0 mg/mL로 보정한 후 4℃에 보관하 다. 

   (라) 결과의 평가 및 통계처리

   표준곡선 작성을 위해 각 항체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OVA의 정량 

및 시료용액의 혼탁도 검사를 각각 5회 반복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
(169)

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3) 동물 임상 시험 및 human challenge test를 통한 알러지 저감화 시험

   (가) 동물임상시험을 통한 감마선 조사된 항원의 알러지성 감소 효과 확인

   ① 실험동물 

   3주령 된 암컷 C3H/HeJ 마우스는 Jackson Laboratory(Bar Harbor, Me, USA)에서 구입하

고 특별한 병원균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지침
(180)

인 Guidelines for the care 

and use of the animals were followed에 따라 정기적인 마우스 식이요법에 맞게 사육하 다. 

   ② 감작 및 OVA의 경구투여에 의한 면역성 검사 

   마우스는 OVA와 보강제로 cholera toxin(CT, 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여 복강으로 감

작시키고 주 간격으로 5회 boosting하 다. 복강내 식이는 stainless steel blunt feeding needl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최적 감작량을 결정하기 위해 마우스에게 OVA를 몸무게 그램 당 0.01 

mg(매우 적은 양), 0.1 mg/g(적은 양), 1.0 mg/g(중간 양), 또는 2 mg/g(높은 양)과 CT 0.3 g/g

을 함께 제공해 주었다. OVA/CT 혼합물은 몸무게의 0.03 mL/g의 최종 양에서 PBS 완충액으로 

투여하 다. 대조구 마우스는 CT만 주거나 무처리로 남겨두었다. 첫 투여 후 6 주후, 마우스를 

밤새 공복상태로 유지하고 OVA(30 mg/mouse)를 30분 간격으로 2회 복강으로 면역성 검사를 

하 다.

   ③ 혈중 OVA 특이 IgE 측정 

   혈액은 감작기간 동안 꼬리 정맥에서 매주마다, 면역성 검사 하루 전에 얻었다. 혈청을 수집

하고 -80℃에서 보관하 다. OVA 특이 IgE의 수치는 이전에 기술한 대로 ELISA에 의해 측정

하 다. 

   (나) 환자 임상 평가를 통한 감마선 조사된 ovalbumin의 알러지 항원성 감소에 관한 연

구

   ① 대상 환자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  

CAP-RAST(Capsular antigen product by Auto-CAP system
®
, Pharmacia-Upjohn)를 이용한 혈

청학적 검사상 난백 특이 IgE가 2+ 이상(>0.69 kU/L)의 양성소견을 보인 급성 두드러기 및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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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피부염 환아 1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음성대조군으로는 특이 IgE 항체가 음성인 아토

피 피부염 환아 4명을 대상으로 하 다.

   ②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각각의 항원은 시판 중인 난백 및 난황(Allergopharma Co., Germany)과 

감마선 조사 전 후의 OVA를 이용하 다. 시험용액은 0.01 M PBS 완충액을 사용하여 2 

mg/mL의 농도로 준비하 고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다. 준비된 항원과 양성(히스타

민 용액, 0.1%, Bencard, U.K) 및 음성(0.01 M, PBS) 대조시약을 환자의 등에 떨어뜨려 단

자시험을 시행하 다. 단자를 시행한 15분 후 팽진과 발적의 크기(mm)를 측정한 후, 그 결

과를 히스타민에 대한 팽진비(A/H)로 나타내었고 A/H비가 0.5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정하

다. 

   ③ ELISA 

   환자군 및 대조군의 pooled sera를 이용하여 native-OVA와 irradiated-OVA에 대한 특

이 IgE 결합을 ELISA 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④ ELISA inhibition test 

   감마선 조사한 OVA의 특이 IgE 항체 결합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ELISA 

inhibition test를 Ci-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 inhibition = (Uninhibited OD - Inhibited OD)/Uninhibited OD x 100

                     

   (다) 통계처리

   OVA의 감마선 조사 처리 전 후의 피부단자시험결과 A/H ratio의 비교는 paired t-test

를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4)  저알러지식품 개발 실증 연구  

   (가) 감마선 조사된 난백 함유 Cake의 품질 특성 평가 

   ① 재료 

   Cake 제조에 사용한 가루는 대한제분(주) 박력분 1급품을 사용하 다. 설탕은 대한제

당(주) 제품을, 쇼트닝과 버터는 삼립유지(주) 제품을, 소금은 한주소금을, 유화제는 삽립웰

가 SP를, Baking powder는 오뚜기(주) 제품을, 탈지분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 탈지분유를, 

물엿은 삼양사(주) 제품을 사용하 다.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분말 원료는 체(Standard 

Testing Sieve, No. 20, Aperture 850μm-20 mesh, Chung Gye Sang Gong Sa., Co. Seoul, 

Korea)로 걸른 후 사용하 다. 계란은 지역시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난백과 난황을 분리하여 

용기에 담아 봉한 후 냉장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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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난백에 대한 감마선 조사 

   난백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Co-60을 선원으로 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시료 10 kg

이 10과 20 kGy의 흡수선량을 받도록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조사하 으며, 이때 조사실의 온도

는 16℃ 다. 조사 후 난백을 냉장보관하면서 cake 제조 실험에 사용하 다. 

   ③ 감마선 조사에 의한 난백의 점도 및 가열 후 경도 변화 

   감마선 조사된 난백이 cake의 제조에 미치는 향을 판단하기 위해 점도 변화를 관찰하

다. 시료 16 mL을 측정용 ULA 40Y jacket에 담아 ULA spindle을 이용하여 spindle speed를 

250 rpm으로 고정한 후, 부룩필드 점도계(DV-Ⅱ, Brookfield Engineering Labs, Inc., 

Stoughton, MA, USA)를 사용하여 점도를 10회 이상 측정하 다.

   점도 측정 후 난백을 100 mL 비이커에 80 mL 담아 80℃로 고정된 waterbath에서 15분간 

가열처리한 후 방냉하고 texture analyzer(TA 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를 측정하 다. 측정은 P/2 cylindrical probe를 이용하 으

며,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 2 mm/s, test speed 3 mm/s, post-test speed 2 mm/s 으며, 

25%의 변형률로 압착하 다.

   ④ Cake의 제조 

   Cake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비는 Table 3-3과 같다. Pound cake를 제조하기 위해 호바터 

믹서기(NVM2-14,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버터, 

쇼트닝 소금, 설탕, 유화제를 넣고 크림상태로 만든 후 계란을 조금씩 넣으면서 부드러운 크림

을 만들고 물은 조금씩 넣으면서 섞었다. 체친 베이킹파우더, 박력분, 탈지분유를 반죽온도 2

3℃, 반죽비중 0.75 +_ 0.05 되게 반죽을 마무리하여 팬(Φ 20 cm × 5.5 cm ×7 cm)에 팬닝하여 

200℃ 오븐(FDO-7104A, Daeyung Bakery Machinery Ind. Co., Ltd)에서 30분간 굽기를 하

다. White layer cake의 제조는 호바터 믹서기를 이용하여 쇼트닝을 부드럽게 하여 소금, 설탕, 

유화제를 넣고 적당한 크림상태로 만든 후, 흰자와 주석 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들었다. 전체 물 분량 중 1/2을 크림상태의 혼합물에 조금씩 넣으면서 저속, 중속으

로 혼합하고, 베이킹파우더, 박력분, 탈지분유를 가볍게 섞어 나머지 물을 넣고 혼합하여 부드

러운 반죽을 만들었다. 반죽온도 23℃, 비중 0.8 +_ 0.05로 조정하 으며, 반죽은 원형 팬(Φ 24 

cm × 4 cm)에 550 g panning한 후 오븐에서 190℃ 25분간 굽기를 하 다. Sponge cake는 호

바터 믹서기를 이용하여 대두유를 제외한 설탕, 계란, 유화제,  Baking powder, 소금을 전부 

믹서볼에 넣고 반죽의 비중이 0.35정도 되게 거품을 형성시킨 후 대두유를 첨가하여 반죽의 비

중이 0.45정도 되게 하 다. 반죽은 원형 팬에 400 g panning한 후 오븐에서 180℃ 20분간 굽

기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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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Formula of pound cake, white layer cake, sponge cake and cookie

  Ingredient
 Content of ingredient (g)

 Pound cake White Layer cake   Sponge cake

 Cake flour(14% mb) 800 600 500

 Sugar 640 720 650

 Butter 480

 Shortening 160 360

 Salt 8 12 5

 Emulsifier 16 18 25

 Water 160 348

 Non fat dry milk 16 36

 Baking powder 16 18 2.5

 Egg york 230 324

 Egg white
1)

410 516 576

 cream of tartar 3

 soy oil 150

1)
Egg white for treatments was separated from whole egg and irradiated at 10 kGy of absorbed 
dose prior to addition and that for control was used without irradiation.

   ⑤ Cake의 경도 측정 

   감마선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cake의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firmness)측정은 TA XT2i 

Texture analyser를 이용하 고 측정 조건은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standard method
(181)

에 따랐으며, 측정 후 얻어진 force(g)-time(s) curve로부터 average 

curve를 구한 후,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으로 25% strain point의 경도를 구하 다
(182)

.

   ⑥ 관능적 품질 평가 

   각각 제조된 cake에 대한 관능평가는 Civille과 Szczesniak의 방법
(183)

을 사용하여 제빵 기

술자를 포함한 미리 훈련된 12명의 panel 요원을 구성하여 각 실험구별로 외관(color), 향기

(odor), 맛(taste), 조직감(texture) 그리고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 대하여 각각 

7점 만점으로 평점하고 그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 다. 평점표에서 7점은 아주 우수(very 

good)하고, 1점은 가장 열악(very poor)한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 다.

  (나) 감마선 조사된 난백 함유 제빵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독성평가 시험을 위한 배지, 시약 및 S9 mix의 조제와 시험방법은 Maron과 Ames
(184)

의 

방법에 따랐다. 시험에 사용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는 한국화학연구소로부

터 분양받았으며, 각 균주는 histidine 요구성, deep rough(rfa) 특성, UV 에 대한 민감도(uvr 

B),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S9 분획

은 Sprague-Dawley rat(CRJ; 7 weeks-old, male)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일본 

Oriental Yeast Co., LTD.에서 구입하 다. 

   시험은 대사활성화 시킨 경우와 시키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으며, 공비를 2로 한 5단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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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행하 다. 시험관에 시험물질 0.1 mL, S9 mix 0.5 mL(또는 멸균 증류수), Oxide 

nutrient broth에서 2×10
9
 상태로 배양한 균배양액 0.1 mL을 histidine/biotin이 함유된 top agar

와 혼합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음성 대조군은 시험물

질 대신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 으며, 양성 대조군은 대사활성계 적용시 2-Aminoanthracenef

를, 미적용시 4-Nitroquinoline-1-oxide와 Sodium azide를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

하 다. 

   시험결과는 복귀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변이 집락수가 음성대조

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다) 결과 평가 및 통계처리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
(169)

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P<0.05).

 다. 방사선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개발

  (1) Vitamin E 함유 대두유의 첨가가 방사선 조사된 돈육 유화물 및 돈육 소시지의 

      지방산화와 휘발성 물질 생성에 미치는 향

   (가) 고기유화물 및 소시지의 제조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육 및 등지방을 구입하여 세절한 후 소금(0.2%), 얼음물(10%), 등지방

(10%)를 돈육 무게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첨가하 다. 대두유 함유 제품은 등지방 대신 슈퍼마

켓에서 구입한 대두유(Preferred Products, Inc., Eden Prairie, MN 55334, USA)를 사용하 다. 

시료에 사용된 대두유의 α- 와 γ-tocopherol의 함량은 99.8 ㎍/g and 691.1 ㎍/g이었다. 먼저 

고기유화물 시험을 위하여는 약 100 g의 무게를 측정하여 고기유화물을 준비한 후 산소 불투

과성의 나일론/폴리에틸렌 포장재(9.3 mL O2/m
2
/24 h at 0°C, Koch, Kansas City, MO, USA)

에 진공포장하여 4℃에서 하룻밤동안 저장하 다.유화 완료된 고기유화물은 콜라젠 케이싱(지

름 3 cm)에 충진하여 심부온도가 72℃가 되도록 가열한 후 얼음물로 20분간 냉각하 다. 모델 

소시지는 각 2 cm의 길이(약 30 g)로 절단하고 진공포장하 다.  

   다음날 아침 시료 중 반은 함기포장을 위하여 포장지를 절단한 후 공기를 불어넣어 준 후 

0, 2.5, 4.5 kGy(평균 흡수선량, 선량율 107 kGy/min)로 전자선 조사하 다(linear accelerator, 

Circe IIIR, Thomson CSF Linac, France). 나머지 반은 진공포장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하 으

며 선량의 확인은 두 개의 alanine dosimeter를 카트당 시료의 위와 아래에 부착하여 확인하

으며 시험 분석은 조사 3시간 후 실시하 다. 

   (나) 지방산패도,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 

   지방산패도는 TBARS값을 측정하 다. 총 지방함량은 Folch의 추출법
(167)

을 이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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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산 조성은 BF3-methanol(14% solution, Supelco, Bellefonte, PA, USA)로 

methylation 시킨 후 fatty acid methyl ester를 Hewlett Packard Gas Chromatograph(GC, 

Model 6890, Hewlett Packard Co., Wilmington, DE)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검출기는 FID이

었으며 split inlet(split ratio, 29:1)으로 주입하고 HP-5 capillary column(0.25 mm × 30 m × 

0.25 m)을 이용하 다. 오븐의 온도는 80℃에서 0.3 분간 정온 후 180℃까지 30℃/min으로 승

온하고 다시 280℃까지 6℃/min으로 승온시킨 후 5분간 정온하 다. 사용된 carrier gas는 

helium으로 1.1 mL/min의 유속이었으며 검출기의 air, H2, make-up gas(H2)의 유속은 각각 

300 mL/min, 30 mL/min 및 28 mL/min이었다.

   (다) 비타민 E 정량분석 

   시료(2 g)을 phosphate-EDTA buffer(pH 7.0) 10 mL(wt/vol)로 균질화시킨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Shimadzu Co., Kyoto, Japan)로 Ahn 등
(185)

의 방

법을 준용하여 측정하 다.

   (라) 휘발성 물질 분석 

   시료 내 휘발성 물질을 휘발시켜 고정시키기 위하여 Precept II and Purge-and-Trap 

concentrator 3000(Tekmar-Dohrmann, Cincinnati, OH, USA)를 사용하 고, 휘발성 물질의 분

리 및 분석은 GC(Hewlett Packard, Model 6890, Wilmington, DE, USA)를 사용하 다. 시료는 

3 g을 이용하 고 Ahn 등
(186)

의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하 다.

   (마)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
(169)

를 이용하여 One-way Analyses of Variance (ANOVA)을 실

시하 다. Tukey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에 대한 유의차를 분석하 고 평균값과 표준

오차를 보고하 다. 

  (2)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가 소시지의 품질특성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

   (가) 유화형 소시지의 제조 

   진공포장된 냉장 돈육 등심육과 냉동 등지방을 도축 후 4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구입하여 

세절기(Model 160, Fatosa, Barcelona, Spain)를 이용하여 9 mm와 3 mm plate로 2번 세절하

다. 유화형 소시지 제조에 사용된 첨가제로는 소금(1.5%), 얼음물(20%), 등지방(20%), 

trisodium phosphate(0.3%), 설탕(0.6%), monosodium glutamate (0.03%), sodium nitrite 

(NaNO2, 156 ppm), and spicemix (0.5%)가 사용되었으며 모두 세우산업(Seoul, Korea)에서 구

입하 다. Spicemix에는 coriander, glucose, 고춧가루, 양파가루가 혼합된 것이며, chitosan 

oligomer(0.2%, MW 5,000, pH 7.2, Shinyoung Chitosan, Co. Ltd, Seoul, Korea)는 처리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첨가되었다. 즉 키토산 올리고머와 아질산나트륨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구

(T1), 키토산 올리고머는 첨가되지 않고 아질산나트륨만 첨가된 구(T2), 키토산 올리고머는 

첨가되고 아질산나트륨은 첨가되지 않은 구(T3), 키토산 올리고머와 아질산나트륨이 모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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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구(T4)로 나누어 선택적으로 첨가되었다. 

   우선 돈육과 소금, 인산염(phosphate)를 silent cutter(C-75, Fatosa, Barcelona, Spain)에 함

께 넣은 후 1분간 혼합한 후 준비된 얼음물의 50%를 넣고 고속에서 세절하 다. 혼합물의 온

도가 약 1-2℃ 정도 하강하면 세절된 등지방을 넣고 혼합물의 온도가 10℃에 도달할 때 까지 

세절하면서 혼합하 다. 그 후 나머지 50%의 얼음물과 이 외의 다른 첨가물을 넣은 후 유화물

의 온도가 13℃가 될 때까지 세절하 다. 총 유화시간은 약 10분이 걸렸고 이 때 공장내부의 

온도는 13℃ 다. 고기 유화물은 충진기(Patron Sausage Filler MWF 591, MADO, Nederland)

로 콜라젠케이싱(2.5 cm of diameter, Woosung Co. Ltd., Seoul, Korea)에 충진한 후 훈연기

(Fracomat 1200, Franke Gm bH & Co., Germany)로 건조(45℃, 30분), 톱밥을 이용한 훈연(5

5℃에서 40분), 가열(심부온도 70℃까지)의 순서로 가열한 후 5분간 냉수로 냉각하고 3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냉각 및 건조시켰다. 소시지는 약 100 g의 무게가 되도록 절단하여 반은 진

공포장하고 반은 산소투과성 나일론 포장지에 포장하 다. 

   (나) 미생물 검사 및 pH 측정 

   미생물 검사는 Dymsza 등
(187)

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 다. 시료 10 g을 90 mL의 멸균

증류수와 함께 Stomach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Cincinnati, OH. USA)로 균질

화한 후 균질물을 다시 멸균 증류수로 희석하고, 희석액을 호기적인 조건에서 선택배지에 도말

하 다. 총균수와 Enterococci는 각각 plate count agar(PCA,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와 Enterococcus agar(ENT, Difco)를 이용하 으며, 대장균군은 eosin methylene blue 

agar(EMB, Difco)를 사용하 다. 도말된 배지는 37℃에서 72 시간동안 배양한 후 시료 1 g 당 

colony forming unit(CFU)이 30에서 300이 나오는 희석배지를 선택하여 Mciro 

Counter(Imaging Products International, Inc., Chantilly, VA, USA)로 계수하 다.

   pH는 시료와 증류수를 1:9로 혼합하여 균질화한 후 pH meter(Model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USA)로 측정하 다. 

   (다) 지방산패도 

   소시지 시료의 지방산패도는 Turner 등
(188)

의 방법을 응용하여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값을 spectrophotometer(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

로 측정하 다. 소시지를 Stomach Lab Blender(Model 400, Tekmar Co., Cincinnati, OH. 

USA)로 균질화한 후 0.5 g을 취하여 50 mL 시험관에 넣고 5 mL의 20% trichloroacetic 

acid/2 M phosphoric acid를 주입한 후 0.01 M의 TBA를 10 mL 첨가하 다. 이 혼합물을 강

하게 섞은 후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얼음물에서 10분간 냉각하 다. Isoamylalcohol과 

pyridine을 2:1(v/v)으로 제조한 혼합용액 15 mL을 다시 시험관에 첨가한 후 강하게 2분간 섞

어주고 원심분리기(VS-5500, Vision Co. Ltd., Bucheon, Korea)로 2,4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 다. 분리된 시료용액의 상등액을 취하여 53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BARS값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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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시지 단면의 색도 측정 

   소시지 시료를 2 cm의 두께로 균일하게 절단한 후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절단면의 색도

를 이전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마) 기계적 조직감(Texture profile analysis) 

   각각의 처리구별로 소시지를 3 cm 두께로 절단한 후 Bourne
(189)

의 방법을 이용하여 

Texture Analyzer(TA-XT2i Texture Analyzer, Stable Micro Systems, Co. England)로 기

계적 조직감을 측정하 다. 측정은 two-bite compression test로 실시하 고 기계적 조건은 

pre-test speed 5 mm/s, test speed 5 mm/s, post-test speed 5 mm/s으로 하 으며 원형 

probe로 25%의 compression을 달성하도록 프로그램되었다. 측정 후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Stable Micro Systems, Co. England)으로 hardness(s), adhesiveness(g․s), 

spring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를 각각 획득하 다.

   (바) 관능검사  

   소시지의 관능적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관능검사는 Civille과 Szczesniak의 방법
(183)

을 이

용하 다. 15명의 훈련된 관능검사요원을 선발하여 5점 검사법으로 측정하 는데 측정값은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 다. 소시지는 표면온도 18

0℃로 예열된 팬에 심부온도 70℃까지 재가열(15분 정도)하고 2 cm 두께로 절단하여 각 관

능검사요원에게 개별적으로 공급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관능척도는 풍미(flavor), 색

(color), 조직감(texture), 종합적 선호도(overall acceptance) 으며 3번의 관능검사를 반복 실

시하 다.  

   (사) 통계분석 

   전체적인 실험은 2번 반복하 고 SAS 프로그램
(169)

으로 분산분석 후 유의차가 인정될 때 

Student-Newman-Keuls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간 유의차를 분석하 다. 평균값과 

표준오차(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를 p<0.05의 수준에서 보고하 다. 

 라. 방사선 이용 기능성 올리고당 제조기술 개발

  (1) 실험재료 및 감마선 조사 

   (가) 실험재료 

   점도 20 cP (MW; 6.1×10
4
)와 100 cP (MW; 1.1×10

5
)의 키토산은 목포의 (주) 바이오테크

에 의해 제공되었다. 키토산 용액의 용매는 초산이 사용되었다. 저점도의 알긴산은 Sigma 

(St Louis, MO, USA)사의 것을 사용하 고 원료는 kelp (Macrocystis pyrifera)로부터 유래

되었다.



- 282 -

   (나) 방사선 조사 

   키토산(2 g)은 2% (v/v) 초산용액 100 ml에 녹여졌고 2% (w/v) 알긴산용액이 제조되었다. 

여과한 후 Co-60 감마선에 의해 다양한 조사선량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조사에 의한 키토산 및 알긴산 올리고당 제조방법은 Figure 3-1과 3-2와 같다.

초산용액(2%)에 녹임

키토산 용액

감마선 조사 (2 - 200 kGy) 

감마선 조사된 샘플

색깔, 점도 측정 및 GPC, HPLC 분석 중화

NaOH 첨가 (pH 7.0로 조정) 

침전
(불용성 키토산) 

상등액
(수용성 키토산) 

키토산 원료물질
(20cp, 100cp; 2%)

초산용액(2%)에 녹임

키토산 용액

감마선 조사 (2 - 200 kGy) 

감마선 조사된 샘플

색깔, 점도 측정 및 GPC, HPLC 분석 중화

NaOH 첨가 (pH 7.0로 조정) 

침전
(불용성 키토산) 

상등액
(수용성 키토산) 

키토산 원료물질
(20cp, 100cp; 2%)

Figure 3-1. Manufacturing procedure of chito oligomer by gamma irradiation.

Figure 3-2. Manufacturing procedure of alginate oligomer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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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성변화 시험

   (가) 점도 측정 

   점도계(Haake RS-150)를 사용하여 25℃의 온도와 66.68 min
-1 

shear rate에서 shear stress

를 측정하여 점도(cP)를 계산하 다. 점도감소속도는 VDR = (V/V0) × 100 식에 의해  계산되

었고 여기서 V0는 초기 키토산의 점도이고, V는 감마선 조사된 키토산 용액의 점도이다. 

   (나) 색 측정 

   감사선 조사에 의한 알긴산 분해로 인한 색깔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색도계 (JP 7200F, 

Japan)를 사용하여 L값과 a값을 조사하 다. Delta L과 a값은 대조구의 값과 어떤 선량에서 

조사한 후 샘플의 값의 차이로서 표시되었다.  Delta L 값은 식품의 갈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delta a 값 또한 시각적인 갈변화와 잘 연관되는 값으로 사용되고 있

다.

   (다) 분자량 측정 

   분자량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Ultrahydrogel Linear)을 이용하여 HPLC(Waters 

1525)에 의해 측정되었다. 용매는 0.1 M NaNO3를 사용하 고 용매유속은 0.7 mL/min이었으며 

온도는 40℃에서 측정되었다. 분자량이 1000, 4000, 10,000, 20,000인 PEG(Poly Ethylene 

Glycol)와 분자량이 400,000, 600,000인 PEO(Poly Ethylene Oxide)의 retention time을 조사하

여 분자량 계산을 위한 표준검정곡선을 얻었다. 알긴산 및 키토산 샘플의 retention time을 조

사하여 표준검정곡선을 통하여 그 분자량을 계산하 다.  

   (라) 수용성 키토산의 수율 

   2% 초산에 녹인 키토산은 다양한 선량으로 조사되었고 이 때 1 M NaOH로 중화 후 수용

성과 불용성 키토산의 무게가 측정되었다. 중화 후 수용성 및 불용성 키토산의 수율(%)은 다

음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수율(%)은 (중화 후 수용성 및 불용성 키토산의 전체 중량/ 초산

에 녹인 키토산의 전체 중량) × 100에 의해 계산되었다.

   (마) 키토산 올리고머 분석 

   키토산 올리고머류 생산에 키토산 올리고머의 검출 및 정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HPLC를 사

용하여 키토산 올리고머를 분석하 다. 방사선 조사된 키토산 용액은 TSK-gel NH2-60 

column (250 × 4.6 mm, Tosoh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HPLC에 의하여 키토산 올리

고당의 검출 및 정량 분석되었다. HPLC 장비는 RI 2410 검출계가 부착된 Alliance(Waters Co. 

USA)이었고 용매는 acetonitrile과 water를 6:4로 혼합하여 사용하 고 용매유속은 0.8 mL/min

이었다. D-Glucosamine(GlcN), chitosan dimer, trimer, tetramer, hexamer는 정품 표준물질을 

사용하 다. (GlcN)n 생산물의 농도는 순수표준용액으로부터 얻어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HPLC의 피크 면적으로부터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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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13C NMR Spectra 

   
13
C NMR 측정은 0, 10, 200kGy로 조사된 알긴산의 단당 조성 및 서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알긴산 샘플은 pH 7에서 H2O에 용해되었다.
13
C NMR Spectra는 75 MHz의 

resonance frequency와 18의 spectral width에서 Bruker Avance DRX 500 

spectrometer(Bruker, Karlsruhe, Germany)로 기록되어졌다. 이때 측정온도는 60℃ 다. 

Inverse-gated decoupling method는 spectra peak면적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하여 nuclear 

overhauser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irradiation mode로서 선택되었다.

   (사) 분자 당 사슬 분해 및 분해속도 상수의 계산 

   분자 당 사슬분해 수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되었다. 아래 식에서 M0는 알긴산의 초기 분자

량이고 M은 조사된 알긴산의 분자량이다. 조사에 의한 알긴산 분해의 정도 및 파괴적인 조사

선량구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조사선량 구간의 속도상수를 계산하여 분해정도가 연구되었다. 

상관계수(r
2
)는 조사시간애 대한 분자량의 로그값의 직선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분해속도 상수 

(K, min
-1
)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K = -ln(M/M0)/t

M = 조사 후 알긴산의 분자량 

M0 = 알긴산의 초기 분자량

t = 조사시간 (83.3 Gy/min)

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방사선 이용 천연추출물로부터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1)  감마선 조사된 유지 model system의 chlorophyll 제거 및 광산화 억제

   (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Chlorophyll b 용액의 함량변화 

   방사선 조사시 광감체인 chlorophyll의 제거정도 및 최적 조사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3 

ppm(w/v)의 chlorophyll b를 첨가시킨 methanol 용액을 0∼3.5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UV spectrophotometer로 최대 흡수파장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3-3과 같다. Chlorophyll b

의 최대 흡수파장은 470 nm와 658 n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조사시 흡광도의 값은 470 

nm에서 각각 0.303 및 0.122이었으나 방사선 조사선량이 0.5, 1.0, 1.5, 2.0 kGy로 증가할수록 

흡광도의 값이 각각 0.257, 0.129, 0.078, 그리고 0.045로 감소하 다. 또한 chlorophyll b의 감

소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HPLC(Waters Co. Milford, MA. USA)로 chlorophyll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3-4와 같다. Chlorophyll b는 방사선 비조사구에서 3.03 ppm, 

0.5, 1.0, 1.5, 2.0 kGy에서 각각 2.58, 1.36, 0.78, 0.44 ppm을 보 으며, 2.5 kGy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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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hlorophyll b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정

도를 회귀식으로 구해보면 Y = 0.1042 X
3
 - 0.1512 X

2
 - 1.516 X + 3.112 로 2.517 kGy 이

상의 선량에선 chlorophyll b 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유지의 광감체인 chlorophyll b를 3 kGy 이하인 저선량의 조사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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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UV-visible spectra of irradiated methanol solution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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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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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델 시스템에서의 chlorophyll b의 함량변화 및 색도 변화 

   Chlorophyll b를 광감체로 3 ppm(w/v)을 첨가한 methanol 용액에 1.0%(w/v)의 linoleic 

acid가 되도록 하여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광조사 시키는 동안 chlorophyll의 함량변

화를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3-4와 같다.

   Linoleic acid가 1% 첨가된 용액의 제조 직후 chlorophyll b의 함량은 2.88 - 2.91 ppm이

었으나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chlorophyll b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방사선 조사

시 N2 gas로 bubbling 처리를 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chlorophyll b가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Table 3-4). 즉 방사선 조사에 의해 광감체인 chlorophyll b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 후 광조사에 의한 chlorophyll b의 함량을 살펴보면, 비조사구 

chlorophyll b의 함량이 광조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foil로 

빛을 차단하여 광조사시킨 경우에는 chlorophyll b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 kGy 방사

선 조사구 및 N2 gas로 bubbling하면서 20 kGy 방사선을 조사한 시험구를 광조사 한 경우, 

방사선 조사로 chlorophyll b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광조사 후에도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 Endo 등
(190)

은 canola seed, meal 및 crude oil에서 색소의 함량이 각각 19.9, 3.3 및 

50.7 ppm이 함유되어 있고, 색소내에는 chlorophyll a, b와 pheophytin a, b 및 pehophorbide 

a, methylpheophorbide a, pyropheophytin a 등 광감체를 다량함유하고 있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canola oil 제조시 방사선 조사 및 N2 gas bubbling의 병용처리시 유용할 것으

로 사료된다. Linoleic acid가 1% 첨가된 용액에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광조사 시키

는 동안 색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5, 3-6과 같다. 방사선 비조사구의 명도

(lightness)는 용액의 조제 직후 101.94이었으나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102.26 - 

102.35정도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으로 chlorophyll b의 파괴로 linoleic acid 용액이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 처리구에 따른 광 조사시간별 명도의 값은 비조사구의 

경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방사선 조사구는 초기의 값을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 및 N2 bubbling 처리는 명도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3-5).

Table 3-4. Chlorophyll b content (ppm) of 20 kGy-irradiated and photooxidized linoleic acid 

solution (1% in methanol)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by HPLC

Irradiation
Photooxidation time (hr)

1)

0 1 2 4 6

Unfoiled

0 kGy 2.91a2) 2.99a 2.34a 1.81b 1.51b

20 kGy nd nd nd nd nd

20/N2
3)

nd nd nd nd nd

Foiled
4)

0 kGy 2.88 3.05 3.02 2.85 2.73

20 kGy nd nd nd nd nd

20/N2
3)

nd nd nd nd nd

1)Light intensity was 3,300 lux at 25±2℃.
2)
a,b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3)
Sample was bubbled with ultra pure N2 during irradiation.

4)Sample bottle was cover by aluminium foil to avoid photo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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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Hunter color L-value of photooxidized linoleic acid solution (1% in methanol)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Photooxidation time (hr)

1)

0 1 2 4 6 SEM2)

Unfoiled

0 kGy 101.94
bcy3),4)

101.92
cy

101.95
aby

101.98
ay

101.7
aby

0.010

20 kGy 102.35
ax

102.32
bx

102.32
bx

102.32
bx

102.32
bx

0.007

20/N2
5) 102.33x 102.30x 102.31x 102.31x 102.29x 0.013

SEM
6)

0.090 0.010 0.008 0.012 0.011

Foiled
7)

0 kGy 101.90
y

101.89
y

101.92
y

101.91
y

101.88
y

0.015

20 kGy 102.32x 102.32x 102.32y 102.32y 102.32x 0.012

20/N2
6)

102.26
x

102.30
x

103.98
x

103.93
x

102.30
x

0.464

SEM 0.021 0.009 0.421 0.426 0.013

1)Light intensity was 3,300 lux at 25±2℃.
2)
SEM: n = 12.

3)
a-c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4)x-z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same foiled effect differ significantly.
5)
Sample was bubbled with ultra pure N2 during 20 kGy irradiation.

6)
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7)Sample bottle was covered by aluminum foil to avoid photooxidation.

Table 3-6. Hunter color a-value of photooxidized linoleic acid solution (1% in methanol)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Photooxidation time (hr)

1)

0 1 2 4 6 SEM2)

Unfoiled

0 kGy   -2.11
ey3),4)

-1.91
dz

-171
cy

-1.36
by

-1.01
ay

0.009

20 kGy   0.01
abx

-0.02
by

0.02
ax

0.01
abx

0.00
abx

0.007

20/N2
5) 0.02x 0.02x 0.03x 0.03x 0.02x 0.007

SEM
6)

0.005 0.007 0.006 0.011 0.008

Foiled
7)

0 kGy -2.10
az

-2.10
by

-2.08
bcz

-2.09
bcz

-2.06
cy

0.006

20 kGy 0.00y 0.00x 0.01y 0.00y 0.00x 0.006

20/N2 0.02
x

0.02
x

0.09
x

0.09
x

0.01
x

0.023

SEM 0.007 0.007 0.027 0.019 0.005

1),2),3),4),5),6),7)Foot note is same as Table 3-5.

   Chlorophyll b의 색과 접한 관계를 갖는 a값(redness)을 살펴보면(Table 3-6), 용액의 제

조 직후 -2.11로 녹색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로 a값은 0 

∼ + 0.02 수준으로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p<0.05), -값(greenness)

에서 +값(redness)으로 바뀌어 녹색은 전혀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에 따른 방사

선 비조사구의 a값은 chlorophyll b의 함량결과(Table 3-4)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 으나 방사선 조사한 경우에는 초기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

다(p<0.05). 이와같이 방사선 조사 및 광조사 후 chlorophyll b의 함량과 Hunter color의 a값

과의 상관관계는 0.94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chlorophyll b의 파

괴를 뒷받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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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Hunter color b-value of photooxidized linoleic acid solution (1% in methanol)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Photooxidation time (hr)

1)

0 1 2 4 6 SEM2)

Unfoiled

0 kGy   2.89
ax3),4)

2.67
bx

2.51
cx

2.10
dx

1.68
ex

0.024

20 kGy -0.07
y

-0.02
y

-0.03
y

-0.07
y

-0.07
y

0.029

20/N2
5) -0.05y -0.07y -0.04y -0.07y -0.05y 0.029

SEM
6

0.024 0.022 0.035 0.027 0.026

Foiled
7)

0 kGy 2.88
x

2.90
x

2.91
x

2.91
x

2.94
x

0.028

20 kGy -0.06y -0.07y -0.06y -0.06y -0.06y 0.028

20/N2
5)

-0.07
y

-0.06
y

-0.23
y

-0.30
z

-0.06
y

0.066

SEM 0.031 0.027 0.068 0.052 0.029

1),2),3),4),5),6),7)Foot note is same as Table 3-5.

   Linoleic acid가 첨가된 용액에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광조사 시키는 동안 b값

(yellowness)의 변화는(Table 3-7) 제조 직후 +2.89 이었으나 방사선 조사로 b값은 -0.07 ∼ 

-0.05  수준으로 a값과는 반대로 감소하 다. 저장기간에 따른 방사선 비조사구의 b값은 광조

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 으며 방사선 조사를 처리한 경우에는 초기의 값을 

유지하 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다) 모델시스템의 지질산화 및 linoleic acid의 함량변화 

   광감체로 3 ppm(w/v)의 chlorophyll b를 첨가시킨 methanol 용액에 1.0%(w/v)의 linoleic 

acid가 되도록 하여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광조사 시키는 동안 산화 안정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8과 같다.

Linoleic acid가 첨가된 용액을 제조한 직후(비조사구)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 산화가 일

어나지 않았으나 2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시 1243.7 meq/kg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하

여 첨가된 linoleic acid가 산화되어 다량의 과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

가 산소 존재하에서 지질의 산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linoleic acid 용액을 N2 

gas로 bubbling하면서 방사선 조사시킨 경우,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산화

가 일어나지 않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질 산화 촉진을 N2 gas로 bubbling 함으로써 기질

분자와 산소와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방사선 조사 후 광조사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을 살펴보면, 방사선 비조사구의 경우 광감

체인 chlorophyll b의 존재에 의하여 광산화가 급격히 일어나 6시간 광조사로 인하여 과산화

물가는 79.0 meq/kg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방사선 비조사구에 foil로 빛을 차단하여 

광조사 시킨 경우 광감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산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즉 광감체

인 chlorophyll b가 존재할 경우 광선에의 노출시 급격한 광산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linoleic acid 용액을 광조사한 경우, 초기 방사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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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한 산화로 높은 과산화물가(1243.7 meq/kg)를 나타내었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광감

체인 chlorophyll b가 파괴되어 광조사에 의한 산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 직후

의 과산화물가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

고 foil로 빛을 차단한 후 광조사 시킨 경우 6시간 경과 후에도 방사선 조사직후 및 foil로 빛

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p<0.05)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지질

의 산화가 급격히 일어났으나 광감체인 chlorophyll b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광산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inoleic acid 용액을 N2 gas로 bubbling하면서 2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광조사 

시킨 경우 6시간의 광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방

사선 조사로 광감체인 chlorophyll b가 파괴되어 기질의 광산화를 촉진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hn 등
(186)

은 고지방식품 중의 하나인 식육에서의 지방산화의 촉진은 산소

의 존재가 방사선 조사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 다. 또한 foil로 빛을 차단한 경우

도 마찬가지로 광산화가 일어나지 않아 식용유지 등의 제조공정에서 방사선과 N2 gas 

bubbling 처리함으로써 기질의 산화 없이 광산화를 촉진시키는 광감체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유통, 저장 및 판매 중 태양광선이나 형광등하에 노출로 인한 광산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광감체로 3 ppm(w/v)의 chlorophyll b를 첨가시킨 methanol 용액에 1.0%(w/v)의 linoleic 

acid가 되도록 하여 방사선 조사 직후 및 광조사 하는 동안 linoleic acid의 함량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p<0.05). 

 Table 3-8. Peroxide value of photooxidized linoleic solution (1% in methanol) containing 

chlorophyll b (3 ppm)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Photooxidation time (hr)

1)

0 1 2 4 6 SEM2)

Unfoiled

0 kGy 0cy
3),4)

24.0
cy

27.5
cy

49.7
by

79.0
ay

4.86

20 kGy 1243.7
x

1251.6
x

1286.3
x

1253.4
x

1268.8
x

11.44

20/N2
5) 0y 0y 0z 0z 0z -

SEM
6)

7.81 12.90 3.82 3.38 3.03

Foiled
7)

0 kGy 0
y

0
y

0
y

0
y

0
y

17.40

20 kGy 1251.7x 1275.4x 1262.1x 1251.8x 1266.5x -

20/N2
6)

0
y

0
y

0
y

0
y

0
y

SEM 10.41 6.19 3.88 11.10 14.82

1),2),3),4),5),6),7)Foot note is same as Table 3-5.

  (2) 감마선조사에 의한 각종 천연물 추출물의 불용색소 제거 및 기능성 확인

   (가) 추출물의 색상개선 

   ① 녹차 

   녹차추출물을 용기에 담아 감마선을 조사한 직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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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78.88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차츰 증가하

여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99.87로 나타나 상당히 밝은 색을 나타냄을 확인하 고, 

적색도(a value)의 경우에는 비조사구인 경우 9.33에서 -8.61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황색도(b 

value)의 경우에도 84.88에서 유의적으로 감소여 26.53으로 나타났다(p<0.05). 감마선 조사한 간

장의 갈색도
(191)

와 멸치액젓의 갈색도가 엷어진다는 보고
(192)

와 감마선에 의해서 유지 중의 클

로로필의 파괴되었다는 보고
(193)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물 내에 색소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chlorophyll과 flavonoid 계 색소의 

파괴에 의해서 a값과 b값이 감소되면서 이와 더불어 명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녹차 추출물의 저장 중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한 직후 동결건조를 실

시하 으며 녹차파우더의 색도를 살펴보았다(p<0.05)(Table 3-10).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

사하지 않은 추출물은 진한 황토색을 보인 반면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녹차파우더는 엷은 노

란색을 띄었으며, L값의 경우 59.10에서 77.12로 상승하 고 a값은 감소하여 녹차추출물의 진

한 색상이 상당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천연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첨가하여 사용할 때 천연물 자체의 색소로 인하여 다량 

첨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여러 가지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

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색소를 

제거한다면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녹

차추출물을 완제품에 첨가시 더 많은 양을 첨가할 수 있어 제품에서는 녹차의 기능성을 최대

한 살릴 수 있고 첨가물소재의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9. Hunter color value of green tea solution (70% ethanol)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L a b

0 78.88
d1)

9.33
a

84.88
a

5 97.10c -7.94b 40.58b

10 99.06
b

-8.61
d

31.82
c

20 99.87
a

-8.12
c

26.53
d

SEM2) 0.190 0.026 0.234

1)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2)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2).

Table 3-10. Hunter color value of green tea powder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L a b

0 59.10b
1)

5.27
a

23.15
b

20 77.12
a

0.73
b

37.12
a

SEM2) 0.115 0.069 0.037

1)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2)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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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Changes in Hunter color L-value of green tea extract irradiated before or after 

addition of BHA or ascorbic acid

Sample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week)
SEM

0 1 2 3 4

Control

0 66.5
aw

64.0
bw

62.8
cw

61.7
ew

61.9
dw

0.02

5 79.1ax 73.3by 71.6cy 70.4ey 70.7dxy 0.01

10 82.1
ay

74.5
cz

73.6
dz

73.6
ez

75.6
bz

0.01

20 82.7
az

71.6
bx

69.5
cx

68.6
dx

64.3
ex

0.01

SEM 0.02 0.01 0.01 0.02 0.01

IR-BHA

0 68.7
aw

64.3
bw

62.5
cw

60.4
dw

60.0
ew

0.01

5 80.2
ax

72.1
by

69.7
cz

67.5
dz

67.3
ez

0.01

10 83.4ay 72.3bz 69.6cy 67.1dy 66.8ey 0.01

20 83.7
az

70.0
bx

67.3
cx

65.0
dx

64.9
ex

0.01

SEM 0.01 0.004 0.005 0.01 0.01

BHA-IR

0 66.4aw 63.6bw 62.2cw 60.3dw 60.3dw 0.02

5 78.6
ax

71.5
by

69.4
cy

67.1
dz

66.8
ez

0.01

10 83.4
ay

72.5
bz

69.7
cz

67.0
dy

66.6
ey

0.01

20 85.3az 69.9bx 66.8cx 63.9dx 63.6ex 0.01

SEM 0.01 0.02 0.01 0.01 0.01

IR-AA

0 72.8
dw

74.9
aw

74.5
bx

73.1
cw

72.8
dw

0.02

5 85.6ax 83.8bx 82.2cy 80.0dx 79.8ex 0.01

10 90.9
ay

87.3
by

85.5
cz

82.4
dz

81.9
ez

0.01

20 91.5
az

87.7
bz

85.5
cz

82.3
dy

81.4
ey

0.01

SEM 0.01 0.01 0.01 0.01 0.01

AA-IR

0 73.1
cw

75.2
aw

74.7
bw

73.0
dw

71.9
ew

0.01

5 85.1
ax

83.9
bx

82.2
cx

79.6
dx

78.2
ex

0.01

10 88.4ay 86.5by 84.5cy 81.7dz 80.7ez 0.01

20 89.7
az

87.1
bz

84.8
cz

81.5
dy

79.2
ey

0.01

SEM 0.01 0.01 0.01 0.01 0.01

a-e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w-z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
Control, no antioxidant was added; IR-BH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BHA was added; 
BH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BHA was added; IR-A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ascorbic acid; A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ascorbic acid was added.

SEM: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감마선 조사 및 항산화제를 병용 처리한 녹차 추출물의 저장기간에 따른 명도 변화는 

Table 3-11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Hunter color L값은 흑색 표준판을 0으로 백색 표준판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측정되는 값이다. Butylated hydroxyanisol(BHA)나 아스콜빈산을 첨가하

지 않고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는 66.5를 시작하여 4주차에서 61.9로 저장기간별로 명

도가 감소하 다. 감마선을 5 kGy로 조사한 경우 명도가 조사 직후 79.1로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P<0.05)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가 현저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 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저장 4주차에는 70.7을 나타내었으나 

대조구에 비하여 여전히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P<0.05). 감마선을 10 kGy로 조사한 경

우에도 감마선 조사효과가 나타나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 또는 5 kGy 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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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명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20 kGy로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는 5 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 즉, 바람직한 색상으로 변하 으나 저장 1주 후부터 색의 

환원이 5 또는 10 kGy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빨리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Son 등
(194)

은 감

마선을 조사한 녹차추출액에서 색의 환원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조사 직후 녹차

추출물을 분말화하는 것이라고 보고하 으며, 또한 조사 후 색의 환원은 저장온도와 접하게 

관계가 있어 4℃ 냉장저장이 실온저장보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 다.

   감마선 조사 직전과 직후에 BHA를 첨가한 시험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저장 초기와 4주후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감마선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명도의 변화 양상도 동일하

다. 그러나 아스콜빈산을 감마선 조사 직전 또는 직후 첨가한 시험구의 경우 조사 선량에 따라 

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명도의 감소 폭도 줄어 저장 4주 후에도 대조구나 

BHA를 첨가한 시험구의 저장 1주 후 명도값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 직전 또는 직후 아스콜빈산을 첨가하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변화된 밝은 색

이 다시 환원되는 것을 저장 기간 중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able 3-11). 이와 유

사하게 아스콜빈산 외에 토코페롤과 아미노산 중 항산화성을 가지고 있는 cysteine
(195)

을 각각 

그리고 조합하여 색의 환원을 조사한 결과 아스콜빈산이 색의 환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

으며, cysteine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의 변화를 초기부터 억제하여 차후 감마선 조사로 

색이 변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196)

.

   감마선 조사 및 BHA 또는 아스콜빈산을 첨가한 녹차 추출물의 저장기간에 따른 적색도 변

화는 Table 3-12와 같다. 대조구의 적색도는 저장 전에는 21.3이었으며, 저장 1주까지 약간 증

가하 으나 4주 후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감마선을 5 kGy로 조사한 경우에는 비

조사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a값을 나타내었으며, 10 kGy 또한 비조사구와 5 kGy보다 유의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조사구가 전체적으로 비조사구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Son 등
(194)

의 연구에서 진한 갈색의 추출물이 감마선 조사를 통해 밝은 색으로 변화된다는 것

과 감마선에 의해서 유지 중의 클로로필이 파괴되었다는 보고
(193)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 kGy에서는 조사 직후 명도값과 같이 다른 선량에 비해 조사 직후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저장 중에는 적색도(a값)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 kGy보다 높은 적색도를 나

타났다. 이것은 명도 값과 마찬가지로 20 kGy에서 저장기간 동안 색의 환원이 빠르게 일어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높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다량의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여 추후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을 조사하기 직전과 직후에 BHA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교하 을 때 전체적으로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대조구와 마찬가지로 BHA 처리구에서도 20 kGy에서는 조사 직후를 

제외하고 10 kGy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Jo 등
(196)

의 항산화제 

첨가시 보고된 적색도의 경향과 유사하 다. 아스콜빈산 첨가시에는 BHA와 마찬가지로 저장

기간 동안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조사 직후 적색도가 15.6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저장 4주 후 다른 처리구의 적색도에 비해 아스콜빈산 첨가구의 적색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5). 따라서 아스콜빈산 처리는 저장 중 조사된 녹차추출물의 개선된 색상을 안정화시켜 

색의 환원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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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도를 대표하는 Hunter color b값은 Table 3-13과 같다. 우선 대조구에서 황색도가 조사 

직후 92.3, 4주차에서는 71.6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 고, 조사 직후 5 kGy와 비교하 을 때 

비조사구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10 kGy도 역시 5 kGy와 비교하 을 때 황색도가 4주

차에는 유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조구에서 황색도도 적색도와 마찬가지

로 20 kGy에서 조사 직후에 5, 10 kGy보다 황색도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10 kGy 보다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다. 감마선조사 직전과 직후에 BHA처리구에서

는 대조구가 저장기간 동안에 명도 또는 적색도와 같이 20 kGy가 10kGy보다 높은 값을 나타

내는 것과 반대로 저장기간 동안에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사 직후부터 저장 4주 동안 황색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Table 3-12. Changes in Hunter color a-value of green tea extract irradiated before or after 

addition of BHA or ascorbic acid.

Sample
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week)
SEM

0 1 2 3 4

Control

0 21.3
ez

26.0
dz

27.5
cz

27.2
bz

27.7
ay

0.04

5 8.5
ey

17.0
dx

19.5
cx

19.7
bx

20.8
ax

0.01

10 5.6ex 15.9cw 17.4aw 16.5bw 15.8dw 0.01

20 5.1
ew

19.2
dy

22.1
by

22.0
cy

30.9
az

0.01

SEM 0.03 0.01 0.02 0.03 0.01

IR-BHA

0 20.3ez 27.9dz 30.4cz 31.7bz 33.1az 0.02

5 8.1
ey

20.2
dx

23.7
cw

25.2
bw

26.8
aw

0.01

10 5.0
ex

20.2
dx

24.5
cx

26.3
bx

28.1
ax

0.01

20 5.0ex 22.8dy 27.1cy 28.4by 30.0ay 0.004

SEM 0.01 0.01 0.01 0.02 0.02

BHA-IR

0 23.5
ez

28.9
dz

31.0
cz

31.8
bz

33.1
az

0.04

5 11.2ey 21.5dx 24.7cw 26.4bw 28.3aw 0.01

10 5.1
ex

20.9
dw

25.1
cx

27.3
bx

29.4
ax

0.01

20 3.4
ew

24.1
dy

28.7
cy

31.0
by

32.9
ay

0.01

SEM 0.02 0.03 0.01 0.02 0.01

IR-AA

0 15.6
cz

14.6
dz

15.6
cz

16.3
bz

18.0
az

0.06

5 1.8
ey

5.1
dy

7.4
cy

9.2
by

11.0
ay

0.01

10 -3.9ex 1.7dx 4.7cx 7.1bw 9.3aw 0.01

20 -4.4
ew

1.7
dx

5.0
cw

7.6
bx

10.2
ax

0.01

SEM 0.03 0.03 0.04 0.03 0.01

AA-IR

0 13.7ez 13.8dz 15.2cz 16.1bz 18.9az 0.03

5 0.6
ey

4.4
dy

7.4
cy

9.6
by

12.9
ax

0.01

10 -2.7
ex

2.0
dw

5.3
cw

7.9
bw

10.7
aw

0.01

20 -3.5ew 2.4dx 6.0cx 8.8bx 13.1ay 0.01

SEM 0.01 0.02 0.02 0.01 0.01

a-e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w-z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trol, no antioxidant was added; IR-BH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BHA was added; 
BH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BHA was added; IR-A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ascorbic acid; A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ascorbic acid was added.

SEM: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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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Change in Hunter color b-value of green tea extract irradiated before or after 

addition of BHA or ascorbic acid.

Sample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week)
SEM

0 1 2 3 4

Control

0 92.3
az

86.2
bz

81.4
cz

74.2
dz

71.6
ey

0.03

5 66.5ay 61.8by 59.5cy 53.6dy 53.1ex 0.06

10 49.4
ax

47.2
bw

42.2
cw

34.0
dw

29.6
ew

0.01

20 47.0
cw

51.8
bx

51.9
bx

46.7
dx

79.9
az

0.02

SEM 0.02 0.01 0.02 0.07 0.03

IR-BHA

0 99.1
az

98.6
bz

97.4
cz

95.0
dz

94.0
ez

0.03

5 77.8
ey

83.1
by

83.5
ay

80.4
cy

78.8
dy

0.02

10 56.0ex 70.9dx 76.5cx 76.6bx 76.8ax 0.01

20 50.3
ew

67.1
dw

72.9
aw

71.6
cw

72.4
bw

0.01

SEM 0.01 0.01 0.02 0.02 0.03

BHA-IR

0 98.5az 98.6az 97.5bz 94.9cz 94.8cz 0.05

5 83.5
ey

88.2
dy

89.3
cy

88.9
by

90.1
ay

0.02

10 57.2
ex

73.4
dx

78.2
cx

80.2
bx

82.7
ax

0.02

20 50.0ew 69.6dw 75.2cw 77.8bw 80.6aw 0.02

SEM 0.03 0.03 0.03 0.03 0.03

IR-AA

0 98.1
az

98.0
az

97.4
bz

96.5
cz

97.5
bz

0.02

5 79.1ay 79.0by 78.2cy 77.5dy 77.4ey 0.01

10 57.3
ex

58.7
dx

62.1
cx

63.2
bx

66.5
ax

0.01

20 51.5
ew

53.8
dw

56.9
cw

59.5
bw

63.8
aw

0.01

SEM 0.02 0.02 0.01 0.02 0.02

AA-IR

0 97.0
dz

97.5
bz

97.2
cz

96.6
ez

97.7
az

0.03

5 79.3
ey

80.3
dy

82.0
cy

83.2
by

86.3
ay

0.01

10 63.4ex 65.4dx 68.3cx 71.1bx 75.4ax 0.01

20 55.8
ew

58.4
dw

62.0
cw

65.6
bw

72.0
aw

0.01

SEM 0.02 0.02 0.01 0.01 0.02

a-e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w-z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1)
Control, no antioxidant was added; IR-BH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BHA was added; 
BH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BHA was added; IR-AA, the extract was irradiated 
before ascorbic acid; AA-IR, the extract was irradiated after ascorbic acid was added.

SEM: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Table 3-14. F-value and probability (Pr>F) of main effect comparison on Hunter color L, 

a, and b-value of green tea extract irradiated before or after addition of BHA or ascorbic 

acid.

Comparison
L-value a-value b-value

F-value Pr>F F-value Pr>F F-value Pr>F

Control vs
1)
 

Treatment
12.95 0.0004 5.44 0.0204 79.56 0.0001

BHA vs AA 138.98 0.0001 150.24 0.0001 43.79 0.0001

Addition before vs 

after irradiation
6.54 0.0017 2.89 0.0571 41.19 0.0001

1)
Control, no antioxidant was added. Treatment, Butylated hydroxyanisol (BHA) or Ascorbic acid 
(AA) we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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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콜빈산도 BHA와 마찬가지로 저장기간 동안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황색도를 유의

적으로 낮게 하 으며, 녹차 추출물에 항산화제를 첨가하면 조사선량이 증가됨에 따라 저장기

간 중 5, 10, 20 kGy의 황색도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196)

. 감마선 조사 직전 또

는 직후 아스콜빈산 첨가는 명도와 적색도에 이어 황색도의 환원을 줄이는데 대조구나 BHA 

처리구보다 효과적이어서 녹차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색상을 개선한 후 저장기간 동안 색이 다

시 환원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통계적 처리를 이용하여 주요 처리간 F값과 유의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14와 같다. 

BHA나 아스콜빈산을 첨가한 구와 두 가지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를 비교해 보면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1% 이내에서 고도의 유의성을 가져 첨가제 처리가 유의적으로 색도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HA와 아스콜빈산 첨가구를 감마선 조사 직전과 직후를 구분

하지 않고 서로 비교한 경우에도 고도의 유의성을 보여준다. 다만 첨가제를 시간적으로 감마선 

조사 직전과 직후로 구분할 경우 적색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p<0.05) 첨가 시간이 녹

차추출물의 저장기간 중 적색도에 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마선을 이용하여 녹차추출물의 색상을 개선할 때 아스콜빈

산을 첨가할 경우 제품이 운송되는 도중에도 색의 환원이 문제시 될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시

킬 수 있어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용 기능성 소재 생산시 상업적

으로 적용하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② 오미자 

   오미자 추출물을 감마선 조사 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3-15와 같다. 오미

자는 추출방법에 따라 L값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열수 추출의 경우 

79.56에서 101.04로 나타나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상당히 밝은 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ethanol과 acetone, methanol 경우에도 열수 추출과 마찬가지로 감마선의 조사 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물의 색상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적색도(a value) 경우 열수 추

출물은 비조사구일 때 30.06에서 30 kGy까지 조사했을 때 -0.61로 급격하게 감소하 고 

ethanol 추출물은 14.94에서 -0.23, acetone 추출물은 7.06에서 -1.13이었으며 methanol 추출물

은 15.04에서 -0.66으로 나타났다. 황색도(b value)의 경우에도 열수 추출물은 26.06에서 5.54, 

ethanol 추출물은 7.27에서 1.59, acetone 추출물은 30.84에서 11.93이었으며 methanol 추출물은 

19.39에서 3.76으로 감소하 다. 또한 통계 분석 결과, 열수 추출과 용매 추출물 모두 유의적

(p<0.05)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on 등
(194)

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녹차내 chlorophyll과 flavonoid 계 색소

가 파괴된다고 보고한 내용과 비교해볼 때 오미자 천연물 내에 색소 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anthocyanin 색소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되면서 a값과 b값이 감소되고 명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총 색차(ΔE)에서도 수치적으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미자 

색상이 밝은 색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오미자내 색소인 anthocyanin이 

파괴된 것으로 사료되며 Son 등
(194)

이 보고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녹차 추출물에 함유된 색소 

성분을 파괴하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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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color changes of  Schizandrae fructu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s
1)

Solvent
Hunter

color value

Treatment
SEM2)

Control 10 kGy 20 kGy 30 kGy

Hot water

L 79.56
d

99.42
c

100.49
b

101.04
a

0.0708

a 30.06a 0.03b -0.57c -0.61c 0.0137

b 26.06
a

11.22
b

7.92
c

5.54
d

0.0245

ΔE
3)

0.00 38.94 41.29 42.70

Ethanol

L 89.92d 101.86c 102.18b 102.27a 0.0109

a 14.94
a

-0.90
d

-0.35
c

-0.23
b

0.0088

b 7.27
a

4.67
b

2.17
c

1.59
d

0.0075

ΔE 0.00 19.99 20.24 20.36

Acetone

L 89.00
d

99.28
c

100.46
b

100.74
a

0.0103

a 7.06
a

-0.39
b

-0.99
c

-1.13
d

0.0081

b 30.84a 16.45b 12.39c 11.39d 0.0057

ΔE 0.00 19.19 23.16 24.15

Methanol

L 87.23
c

101.34
b

101.96
a

101.93
a

0.0183

a 15.04a -1.85d -1.17c -0.66b 0.0061

b 19.39
a

9.04
b

5.57
c

3.76
d

0.0077

ΔE 0.00 24.31 25.90 26.59

1)Different letters(a-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EM=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3)
ΔE= Overall color difference( ((ΔL)

2
+(Δa)

2
+(Δb)

2
)  ).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색소가 제거된 천연물질은 식품이나 화장품등 산업적 이용에도 광범

위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제품 첨가 시 다량 첨가할 수 있고, 오미자의 기능성을 최대한 이용

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칡 

   칡 추출물을 감마선 조사한 직후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3-16에서 보는 바

와 같다. 70% m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한 추출물의 L값의 경우 88.13에서 조사선량에 따라 

차츰 증가하여 3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98.96으로 나타나 밝은 색을 확인하 고, 적색

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 비조사구는 0.92에서 20 kGy일때 -3.41로 떨어졌으며 황색도를 나

타내는 b값의 경우에도 41.61에서 17.5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 acetone 용매

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에는 methanol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L값은 91.29

에서 98.15로 밝은 색을 확인하 으며, a값의 경우에는 -0.42에서 -6.26으로 감소하 고 b값도 

42.99에서 38.70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통계 분석 결과, methanol과 

acetone 추출물 모두 유의적(p<0.05)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on 

등
(194)

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녹차내 chlorophyll과 flavonoid 계 색소가 파괴되어 밝은 색을 

나타낸다는 보고와 일치하 으며, 총 색차(ΔE)에서도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297 -

Table 3-1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 color value of Puerariae radix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s
1)

Solvent
Hunter

color value

Irradiation dose (kGy)
SEM2)

0 10 20 30

Methanol

L 88.13
d

95.41
c

97.02
b

98.96
a

0.0082

a 0.92a -3.02c -3.41d -2.77b 0.0074

b 41.61
a

34.99
b

29.40
c

17.57
d

0.0163

ΔE
3)

0.00 10.60 15.71 26.62

Acetone

L 91.26d 95.84c 97.44b 98.15a 0.0112

a -0.42
a

-4.21
b

-6.04
c

-6.26
d

0.0066

b 42.99
b

44.55
a

42.76
c

38.7
d

0.0096

ΔE 0.00 6.14 8.35 10.00

1)
Different letters(a-d)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SEM=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3)
ΔE= Overall color difference( ((ΔL)2+(Δa)2+(Δb)2)  ).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색소가 제거된 칡 추출물은 식품,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등 

산업적 이용 가치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다량 첨가할 수 있어 칡의 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감잎 

   감잎 추출물의 명도(L값)는 2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3-17). 감마선 조사기술은 어떠한 기능성의 변화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적으

로 어려운 진한 색상을 엷게 개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이었다
(194)

. 사용된 두가지 저장온도 

환경에서 모두 저장기간동안 명도가 감소하 는데 -20℃에서 저장한 추출물의 색상변화가 적

었다. 녹차잎 추출물의 명도 또한 4℃와 25℃의 온도에서 저장기간동안 명도의 감소를 보여주

었으며
(197)

, 25℃ 저장온도에서 색환원의 속도가 유의적으로 빨랐다.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

사 후의 추출물 색상환원 문제가 온도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잎 추출물의 적색

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황색도는 증가하 다(Table 3-17) 저장기

간 동안의 변화 역시 a값과 b값에서 관찰되었으나 -20℃의 환경온도에서는 효과적으로 색환원

을 억제함을 보여주었다. Son 등
(194)

은 녹차잎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상개선 효과와 

더불어 동결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한 상태에서 추출물의 색상이 장기간 변화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4)

. 또한 색환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스콜빈산이나 토코페롤의 이용하여 저

장기간동안 녹차 추출물의 색상을 개선, 유지시키는데 성공한 예도 있다
(197)

.

   ⑤ 감초 

   감초 추출물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감잎 추출물에 비하여 밝은 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식물

체의 뿌리부분보다 잎부분에 클로로필과 같은 색소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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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Hunter color L-, a-, and b-values of irradiated persimmon (Diospyros kaki L. 

folium) leaf extract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a,b

Hunter 

color value

Storage

(week)

4℃ -20℃

0 kGy 20 kGy SEM 0 kGy 20 kGy SEM

L-value

0 30.10
bz

84.73
ax

0.014 30.10
bz

84.73
ax

0.014

1 32.15by 76.36az 0.008 33.43by 84.80ay 0.049

2 32.69
bx

76.91
ay

0.027 33.79
bx

83.64
az

0.060

a-value

0 17.44
ay

12.78
bz

0.017 17.44
az

12.78
by

0.017

1 18.08ax 17.41by 0.039 18.53ay 12.34bz 0.025

2 18.11
x

18.01
x

0.039 18.39
ay

12.96
bx

0.036

b-value

0 51.18
bz

88.60
ax

0.029 51.18
bz

88.60
ax

0.029

1 54.61by 86.87az 0.145 54.61by 87.32ay 0.089

2 55.43
bx

87.39
bx

0.020 55.43
bz

86.63
az

0.167

a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b
Different letters (x, y) within the same column with the same storage temperature differ 
significantly (p<0.05).
c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4).

Table 3-18. Hunter color L-, a-, and b-values of irradiated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root extract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a,b

Hunter 

color value

Storage

(week)

4℃ -20℃

0 kGy 20 kGy SEM 0 kGy 20 kGy SEM

L-value

0 99.43
bz

101.20
ax

0.008 99.43
bz

101.20
ax

0.008

1 99.58
ay

99.40
by

0.009 99.55
by

101.09
ax

0.050

2 99.69ax 98.87bz 0.011 99.67bx 100.77ay 0.016

a-value

0 -4.93
bx

-1.73
az

0.005 -4.93
x

-1.73
y

0.005

1 -5.13
by

-0.41
ay

0.008 -5.07
by

-1.46
ax

0.014

2 -5.23bz 0.009ax 0.019 -5.17bz -1.44ax 0.009

b-value

0 21.21
ax

6.20
bz

0.016 21.21
ax

6.20
bz

0.016

1 21.19
ax

11.47
by

0.019 22.14
ay

7.17
by

0.013

2 21.12ay 13.10bx 0.023 20.98az 7.89bx 0.029

a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bDifferent letters (x, y) within the same column with the same storage temperature differ 
significantly (p<0.05).
c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높은 명도를 나타내어 색상 개선효

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3-18). 감초 추출물의 적색도는 2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 고 황색도는 감소하 다. 감잎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20℃의 환경온도에서 개선된 색

상의 유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녹차잎 추출물 이외에도 감마선 조사는 감잎과 감초 추출물의 색상을 개선하는데 

쉽고 효과적인 처리방법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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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Hunter color L-, a- and b-value of root and stolon of Gamcho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xtracts irradiated at 0 (■) or 20 kGy (□). 
a,b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among irradiation treatment with the same material (p<0.05). 
x,y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he same materials with the same irradiation dos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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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기능성의 변화는 저장 환경에 향을 받는 것 외에는 전혀 없어 앞

으로 천연물의 잎, 뿌리 및 줄기부분을 이용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기능성 소재로 이용할 때 

감마선 조사가 전통적인 목적인 식품이나 의약품 재료의 살균, 살충, 위생화 이외에도 크게 적

용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다양한 용도로 여러 식품가공에 사용되기 위하여는 천연물이 무색, 무미, 무취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Figure 3-5A는 감초의 뿌리와 포복경의 명도를 나타내는 Hunter color L*값을 보

여준다. L*값은 포복경 추출물보다 뿌리 추출물이 높았으나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포복경의 

L*값을 유의적으로 상승되어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뿌리 추출물과 포복경 추출물 간의 L*값

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짐을 볼 수 있었다. 감초 추출물은 녹차 추출물과 비교할 때 산

업에 적용하기에 색상의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녹차 추출물에는 다량의 

chlorophyll이나 색소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194)

. 본 연구실에서 녹차 추출물의 색상

을 관찰한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거의 무색에 가깝게 현저히 개선되면서 이를 동결건조시

킨 결과 6개월의 장기간 보존으로도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4)

.

   감초 뿌리 추출물의 적색도는 4.86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2.05로 감소되었다. 반대로 감초 

포복경 추출물의 적색도는 감마선 무처리구에 비하여 높은 적색도를 보 다(Figure 3-5B). 감

초의 포복경과 뿌리 추출물의 황색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현저히 상승하 고 (Figure 3-5C), 

Jo 등
(198)

은 녹차잎 추출물의 색상개선과 정제에 감마선 처리가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한 바 있

다. 더욱이 저자들은 색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아스콜빈산이나 토코페롤같은 항산화제

를 이용하여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감초의 뿌리나 포복경에 감마선을 조사하는 경우는 색의 

변화가 잎 추출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Table 3-19. Color changes of raw pork patties added with nonirradiated or irradiat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a,b

Treatment 0 5 10 SEM

L-value

Trt A 53.13
y

55.37
y

54.16
y

0.591

Trt B 56.04
x

56.42
ay

56.03
y

0.710

Trt C 54.44bxy 57.96ax 57.10ax 0.530

SEM 0.684 0.666 0.473

a-value

Trt A 4.84
ax

4.15
b

3.08
cy

0.242

Trt B 4.39ax 4.24a 3.68bx 0.277

Trt C 4.34
ay

4.36
a

3.89
bx

0.159

SEM 0.280 0.289 0.179

b-value

Trt A 13.33ax 12.22by 11.59cz 0.220

Trt B 13.03
x

13.62
x

13.50
x

0.189

Trt C 12.04
cy

13.26
ax

12.56
by

0.159

SEM 0.127 0.216 0.217

Trt A, only pork patties; Trt B, patties with non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0.1%); Trt C, patties with irradiated at 10 kGy,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p<0.05).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with raw and cooked pork patties differ (p<0.05).
a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b(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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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 B 패티의 Hunter color L*값은 Trt A 대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Table 3-19). 녹

차 추출물 분말을 첨가한 패티는 감마선 처리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높은 Huner color L*값

을 보 다. a*값은 녹차 추출물 분말을 함유하지 않은 패티가 저장 초기에 높게 나타났으나 저

장 후기로 갈수록 대조구보다 녹차 추출물 분말 함유 패티가 높은 적색도를 보 다. McCarthy 

등
(199)

의 비교실험에서 BHA/BHT(0.01%) 함유한 돈육 패티가 11개의 시험된 식품첨가물 중 

가장 높은 적색도 유지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tea catechin을 0.25% 함유한 돈육 패티 또한 

대조구보다 높은 a*값을 저장초기부터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녹차 추출물 분말을 함유한 

돈육 패티의 Hunter color b*값은 함유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McCarthy 

등
(199)

은 Hutner color L*값과 b*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나) 항산화 효과

   ① 오미자  

   오미자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및 용매별 추출에 따른 산화억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오

미자를 water, methanol, ethanol, acetone 등의 용매로 추출하 으며, 용매별로 추출한 추출물

의 감마선 조사 선량은 비조사구, 10, 20 그리고 30 kGy로 조사하 다. 각 용매 추출물 100 

ppm을 대두유 혼합물에 첨가하여 60℃로 저장하면서 24시간마다 TBA가를 측정하 으며 대조

구로는 α-tocopherol 과 BHA로 비교하 다. 그 결과 Figure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하 으며 methanol과 acetone 추출물도 두 용매별 차이가 없이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수 추출물의 경우에는 항산화력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오미자 추출물을 용매별로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Figure 3-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ethanol 추출물은 합성 항산화제인 BHA만큼 높은 항산화력을 보여주었고 Figure 3-6B, C에 

나타낸 methanol 과 acetone 추출물의 경우에는 3일째까지 항산화력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

에는 항산화력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용매별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구와 비조사구간 항산화력 차이는 ethanol과 acetone 추출물은 조사구와 비조사구 모두 항산화

력을 유지하 다. 특히 ethanol 추출물중 30 kGy로 감마선 조사한 경우에는 BHA와 비슷한 항

산화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methanol 추출물에 있어서는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항산화력은 3

일째까지 비슷한 항산화력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 감마선 조사한 경우, 비조사구보다 조사구가 

더 우수한 항산화력을 보여줬다. Jung 등
(28)

이 오미자 종자에서 용매별로 추출한 추출물은 돈

지의 과산화물가를 측정하 을 때 methanol 추출물이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하 고, 대두유일 

경우에는 ethanol, water, chloroform, ethyl acetate 추출물 중 ethanol 추출물이 가장 높은 항

산화력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Ryu와 Lee
(200)

의 보고에 의하면 오미자의 항산화력은 오미

자의 구성 성분 중 lignan 배당체가 항산화 억제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 Jung 

등
(28)

이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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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 of oil emulsion 

containing Schizandrae fructus extracts (100 ppm) with different solvents the during 

storage at 60℃. A : 70% Ethanol extracts, B : 70% Methanol extracts, C : 70% Acetone 

extracts, D : 70% Heating extracts. -◇- 0kGy, -■- 10kGy, -▲- 20kGy, -□- 30kGy, -◆

- α-Tocopherol, -○- BHA, -●- Control (Oil emulsion without an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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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 of oil emulsion 

containing Puerariae radix extract (100 ppm) by acetone during storage at 60℃.  -◇- 0 

kGy, -■- 10 kGy, -▲- 20 kGy, -□- 30 kGy, -◆- α-tocopherol, -○- BHA, -●- 

Control(oil emulsion without an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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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value of oil emulsion 

containing Puerariae radix extract (100 ppm) by methanol during storage at 60℃.  -◇- 0 

kGy, -■- 10 kGy, -▲- 20 kGy, -□- 30 kGy, -◆- α-tocopherol, -○- BHA, -●- 

Control(oil emulsion without any treatment).

   ② 칡 

   칡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 및 용매별 추출에 따른 항산화력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70% 

methanol과 acetone을 이용하여 추출하 으며, 추출한 추출물의 감마선 조사는 10, 20 그리고 

30 kGy로 하 다. 감마선 조사한 추출액을 농축하여 각 용매 추출물 100 ppm의 농도로 oil 

emulsion에 첨가하여 60℃로 저장하면서 24시간마다 TBA가를 측정하 으며, 대조구로는 α

-tocopherol과 BHA로 비교하 다. 그 결과 Figure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etone 추출물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마선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의해서 항산화력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그 이유는 acetone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free radical을 포착함으로써 자

동 산화를 억제하거나 연쇄 반응에서 생성되는 과산화물을 분해하여 안정한 비라디칼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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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을 만들게 하여 항산화 억제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

. 또한 m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력은 Figure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조사구 뿐만 아니라 조사구가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거의 비슷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α-tocopherol은 72시간까지는 항산화력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항산화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고, 칡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화합물

이 α-tocopherol보다 항산화력이 높았으며, 장기간동안 항산화력을 유지함으로써 항산화 효과

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h 등
(41)

은 methanol을 용매로 사용하여 칡에서 추출한 항산화 

물질인 daidzin과 puerain이 α-tocopherol보다 항산화력의 효과가 높고, 장기간동안 항산화력이 

유지된다고 보고한 내용과 결과가 유사하 다. 또한 칡 추출물을 용매별로 비교해본 결과, 칡 

추출물속의 항산화 물질은 acetone보다 methanol 추출이 항산화 효과가 높았으며 용매별로 항

산화 효과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용매의 극성도에 따른 것이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로 볼 때, 칡 속의 폴리페놀 화합물중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은 매우 강한 항산화제로

써 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acetone보다는 m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함으로써 산업적 이용가치

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③ 천연물 첨가 돈육 패티 

   신선 돈육 패티의 TBARS값은 15일의 저장기간동안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 다. 그러나 

동결건조된 녹차잎 추출물 분말(0.1%)를 첨가한 패티는 대조구(Trt A)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TBARS값이 낮았다(Table 3-20). 감마선 비처리구(Trt B)와 처리구(Trt C)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McCarthy 등
(199)

은 tea catechin류가 9가지 천연 항산화제 중 신선 또는 냉동 돈육

의 지방산화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다. 가열된 육은 신선육보다 저장 중 

지방산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가열과정이 식육내 지방의 산화작용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201)

. 가열 돈육 패티에서는 대조구의 TBARS값이 신선 돈육 패티의 경우보다 현저히 

증가하 으나 Trt B와 Trt C의 경우 유의적으로 지방산화를 억제하여 저장 0일차를 제외하고

는 신선 돈육 패티의 TBARS값과 거의 유사하게 저장기간동안 유지하 다. 이는 첨가된 녹차

잎 추출물 분말이 돈육 패티의 지방산화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이 때에도 Trt 

B와 Trt C 간의 지방산패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ng 등
(202)

은 닭의 사료에 tea 

catechnin을 50-300 mg/kg을 첨가하여 급여하 을 경우 가슴 및 다리살의 지방산화가 냉장온

도로 10일간, 냉동온도로 9개월간 유의적으로 감소하 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McCarthy
(199)

는 신선 또는 조리 돈육 패티에 tea catechin의 첨가가 다른 천연식품 또는 식물추출물이나 합

성항산화제의 첨가보다 유의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 다. 

   (다) Tyrosinase 저해효과

   ① 녹차잎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된 피부에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도하여 피부노화나 피부손상을 초

래하는 tyrosinase에 대한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Figure 3-9).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녹차추

출물과 5, 10,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녹차추출물을 40배 희석하여 저해효과를 본 결과 

Figure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조사구의 경우 39.96 %이며 조사구는 44.85 %, 45.14 %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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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5.44 %의 저해율을 보여 방사선이 tyrosinase 저해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Byun 등
(203)

이 보고한 감마선 조사한 청국장과 된장의 생리활성효과에는 향이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 으며 감마선 조사가 기능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녹차의 색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면서 피

부손상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도하는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

는 기능성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 특히 화장품 

제조용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Table 3-20. TBARS values (mg malondialdehyde/kg meat) of raw and cooked pork patties 

with added nonirradiated or 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0.1%)

Storage day
SEM

0 5 10 15

Raw pork patties

Trt A 0.38
cx

0.56
bx

0.56
bx

0.69
ax

0.029

Trt B 0.28
by

0.42
ay

0.43
ay

0.48
ay

0.024

Trt C 0.30by 0.36az 0.35ay 0.39ay 0.016

SEM
b

0.021 0.016 0.025 0.028

Cooked pork patties

Trt A 1.13bx 1.22aby 1.38ax 1.21abx 0.044

Trt B 0.48
z

0.42
y

0.42
y

0.44
y

0.042

Trt C 0.58
ay

0.36
by

0.44
by

0.31
by

0.042

SEMb 0.027 0.048 0.043 0.048

Trt A, only pork patties; Trt B, patties with non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0.1%); Trt C, patties with irradiated at 10 kGy,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p<0.05).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with raw and cooked pork patties differ (p<0.05).
a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b(n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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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green tea extract 

(p<0.05). Tested samples were individually diluted 40 times with deion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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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초 

   감초 뿌리 추출물의 감마선 비처리구와 20 kGy 처리구의 tyrosinase 저해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Figure 3-10). Son 등
(194)

도 한국 전통식품인 청국장과 된장을 20 kGy까지 감마선 조사

하 을 경우 tyrosinase 저해효과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주었다. 또한 이 효과는 2주간 4℃의 

냉장저장 중 전혀 변화가 없었다. 감마선 조사는 감초 뿌리나 포복경 추출물의 tyrosinase 저

해효과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한편 감초 포복경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는 4℃로 저

장 2주째에서 초기 효과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포복경의 희석배수가 10배인데 

반해 뿌리의 희석배수는 2배인 것을 생각한다면 포복경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가 2주 

이후에도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로 현재 대부분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인 감초 포복경이 전자공여능, 

tyrosinase 저해효과 등의 생리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는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감마선 처리기술은 진한 색상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

질을 개선시켜 주어 산업적 이용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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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root (A) and stolon (B) of Gamcho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xtracts irradiated at 0 and 20 kGy during storage at 4℃. Samples were 

diluted 2 times for root and 10 times for stolon. 
x,y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among storage days with the same irradiation dos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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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잎 

   감마선 비조사구나 20 kGy로 조사된 감잎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는 4℃에서 2주차

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차에서는 감마선 비조사구의 

tyrosinase 저해효과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21). 그러나 저장기간동안 4℃나 20℃ 실온보관

한 경우 모두 tyrosinase 저해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Son 등
(194)

은 한국전통발효식품

인 청국장과 된장의 tyrosinase 저해효과는 20 kGy로 감마선 조사하 을 경우에도 변하지 않

았다고 보고하 다. 

   감초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는 방사선 조사나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저장기간동안 

감소하는 것으나 나타났다(Table 3-21). 감잎 추출물보다는 감초 추출물의 저해효과 감소속도

가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Jo 등
(204)

은 또한 보고하기를 감초 포복경 추출물의 경우에도 4℃, 2

주간의 저장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tyrosinase 저해효과를 보기위

하여 사용한 희석배수는 감잎의 경우 10배, 감초의 경우 2배이므로 실제적으로 tyrosinase 저

해효과는 감잎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3-21.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 of irradiated persimmon (Diospyros kaki L. 

folium) leaf extract and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root extract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a,b
  

Storage

Temperature

Storage

(week)

Persimmon leaf extract
c

Licorice root extract
c

0 kGy 20 kGy SEM
d

0 kGy 20 kGy SEM
d

4℃

0 56.93x 55.13x 1.286 46.05x 44.37x 1.723

1 56.67
x

51.23
x

2.409 38.53
y

43.92
x

0.304

2 45.93
ay

34.91
by

1.583 26.13
z

24.12
y

1.835

SEM 1.447 2.133 0.767 1.923

-20℃

0 56.93
x

55.13
x

1.286 46.05
x

44.37
x

1.723

1 52.47
xy

46.90
xy

1.262 42.75
x

36.04
y

2.437

2 47.04y 39.62y 2.522 24.24y 26.17z 0.740

SEM 1.487 2.048 2.120 1.345

a
Different letters (a, 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b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storage temperature differ significantly 
(p<0.05).
c
Persimmon leaf extract and licorice root extract diluted 10 times and 2 times, respectively, with 
deionized distilled water (DDW) were used for measurement.
d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4). e(n = 6).

   (라) 전자공여능

   감마선 조사가 천연물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다. 

   ① 녹차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전자공여능 실험에서 녹차추출액을 1,200배 희석하여 실시한 결과 

32.36 %, 32.12%, 33.24 % 그리고 32.22% 등의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 으며 조사구와 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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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ure 3-11)(p<0.05).

  이에 앞선 tyrosinase 저해효과와 마찬가지로 전자공여능에서도 방사선조사에 의한 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높은 희석농도에서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한약재에 대하

여 10 kGy까지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과산화물가, 전자공여능 등 항산화효과에는 향을 끼

치지 않는다는 보고
(6)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감마선 조사가 free radical 소거능에 유의적으

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오미자 

   감마선 조사가 오미자 용매별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항산화력

을 나타내는 전자 공여능 실험에서 오미자 추출액을 200배 희석하여 실시한 결과 Table 3-22

에서 보는 바와같이 열수 추출 경우에는 비조사구보다  감마선을 10 kGy로 조사했을 때 약 

18%정도 전자 공여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과 30 kGy일 때 비조사구와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methanol과 ethanol의 경우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약간

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acetone으로 추출한 경우 비조

사구보다 조사구가 전자 공여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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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green tea extract 

(p<0.05). Tested samples were individually diluted 1,200 times with deionized distilled 

water.

 

Table 3-22. Scavenging effect of Schizandrae fructus extracts with different solvents after 

gamma irradiation against DPPH radicals

(unit: %)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30

Hot water 49.39 67.02 51.60 50.51

Methanol 30.49 22.50 27.97 25.34

Ethanol 16.01 21.63 19.57 10.24

Acetone 50.81 25.07 25.08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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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칡 

   감마선 조사가 칡 용매별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전자 공여능 

실험에는 칡 추출액을 100배 희석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3-23에서 보는 바와같이 methanol

과 acetone 용매 추출한 후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비교한 결과 두 용매 모두 비조사구가 조

사구보다 전자 공여능이 높았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methanol은 약 30%의 활성을 

나타낸 반면 조사시에는 22∼28%정도로 감소하 다. acetone의 경우에는 비조사구때 활성이 

약 50% 던 것이 10과 20 kGy일때는 25%로 감소하여 활성이 50% 감소하 다. 

Table 3-23. Scavenging effect of irradiated Puerariae radix extract on DPPH radical  with 

different solvents

                                                                             (unit : %)

Solvent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30

Methanol 30.49 22.50 27.97 25.34

Acetone 50.81 25.07 25.08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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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root (A) and stolon (B) of Gamcho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extracts irradiated at 0 and 20 kGy during storage at 4℃. 

SampSSamples were diluted 10 times for root and 50 times for stolon. 
x,y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among storage days with the same irradiation dos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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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Electron donating ability (%) of extracted and lyophilized powder from root or 

stolon of Gamcho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with same quantity (4 mg/mL)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0

Root 21.8±2.59 21.5±1.77

Stolon 35.9±8.02 31.7±1.31

Stolon/Root(%)b 164.7 147.3

b
Ratio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stolon to root.

aMean of triplicates±standard deviation.

   ④ 감초 

   감초의 뿌리와 포복경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

정한 결과는 Figure 3-12와 같다. 재료 및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초 뿌리와 포복경 추

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0배와 50배로 희석하 다. 감초의 뿌리와 포복경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결과는 포복경 추출물이 뿌리 추출물보다 더 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포복경추출물의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데 추

출율이 용매와 접촉하기에 높은 단면적으로 갖고 있고 또한 천연적으로 포복경이 높은 생리 

기능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55)

. 같은 양의 감초 뿌리와 포복경 추출물 동결건조 분말(4 

mg)을 이용하여 전자공여능을 본 결과는 Table 3-24와 같다. 포복경 추출물 분말이 뿌리 추출

물 분말과 비교할 때 전자공여능이 감마선 비조사구와 조사구에서 각각 164.7%와 147.3%로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청국장과 된장
(203)

 또는 녹차잎 추출물
(194)

의 전

자공여능이 조사처리에 의하여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는 본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⑤ 감잎 

   감잎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은 감마선 조사나 저장

기간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25). 다만 -20℃로 저장한 감잎 추출물의 전

자공여능은 감마선 비조사구가 조사구에 비하여 1주 저장시 높게 나타났다. 녹차잎 추출물 분

말을 돈육 패티에 0.1% 첨가한 경우 전자공여능이 비첨가구와 비교하여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역시 없었다
(198)

. 저자들은 신선 돈육 패티를 가열하 을 경우 전자공여능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이 때에도 감마선 조사 녹차분말과 비조사 녹차분말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같은 연구에서 TBARS값은 감마선 조사 또는 비조사 녹차 추출물 분말

을 함유한 패티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자공여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천연물

질을 식품이나 향장산업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

. 

   감초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희석배수를 참고하여 계산한 결과 감잎의 전자공여능보다 낮

은 결과를 보 다. 그리고 20 kGy로 추출물을 감마선 조사하 을 경우 0주차와 2주차의 전자

공여능이 두 저장온도에서 모두 감소하 다. 그러나 tyrosinase 저해효과와는 다르게 전자공여

능은 저장기간동안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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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Electron donating ability (%) of irradiated persimmon (Diospyros kaki L. 

folium) leaf extract and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root extract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a,b

Storage

Temperature

Storage

(week)

Persimmon leaf extract
c

Licorice root extract
c

0 kGy 20 kGy SEM
d

0 kGy 20 kGy SEM
d

4℃

0 63.69 61.26 3.403 70.44a 61.40b 0.772

1 57.68 57.69 1.179 67.68 65.39 0.934

2 69.20 62.66 1.099 66.05
a

54.95
b

1.144

SEM 2.502 1.788 0.902 2.019

-20℃

0 63.69 61.26 3.403 70.44
a

61.40
b

0.772

1 69.33
a

61.80
b

0.378 67.57 65.32 1.143

2 65.95 58.65 3.966 69.84a 62.24b 0.975

SEM 3.812 1.941 1.529 1.273

a
Different letters (a, 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b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storage temperature differ significantly 
(p<0.05).
c
Persimmon leaf extract and licorice root extract diluted 800 times and 20 times, respectively, with 
DDW were used for measurement.
d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4). e(n = 6).

Table 3-26. Radical scavenging effect (%) of raw and cooked pork patties with added 

nonirradiated or 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a,b
.

Storage day
SEM

0 5 10 15

Raw pork patties

Trt A 30.9
by

43.4
aby

50.0
ay

51.1
ay

4.32

Trt B 58.1bx 77.0ax 74.8ax 75.9ax 4.50

Trt C 62.0
bx

80.8
ax

81.4
ax

80.3
ax

3.59

SEM
b

1.66 4.28 5.54 5.50

Cooked pork patties

Trt A 26.4
ay

23.2
ay

19.3
by

24.6
by

1.07

Trt B 59.9
x

47.1
x

46.3
x

51.4
x

5.04

Trt C 63.0ax 43.4bx 30.7cx 48.2bx 2.64

SEM
b

4.85 2.67 2.66 2.74

Trt A, only pork patties; Trt B, patties with non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Trt C, patties with irradiated at 10 kGy,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Different letters(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p<0.05).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column with raw and cooked pork patties differ (p<0.05).
a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n = 6). 

b
(n = 8).

   ⑥ 천연추출물 함유 돈육 패티 

   녹차 추출물 분말을 함유하지 않은 신선 돈육 패티(Trt A)와 감마선 비조사(Trt B) 및 감

마선 조사(Trt C) 분말을 함유한 신선 돈육 패티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30.9, 58.1, 62.0% 다

(Table 3-26). 녹차 추출물 분말을 첨가한 돈육 패티는 유의적으로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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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 조사처리간 변화는 없었다. 신선 돈육을 가열함으로서 전자공여능은 유의적으로 감

소하 다(p<0.05). 그러나 가열 돈육 패티 중 Trt B는 Trt A와 비교할 때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여주었으며, Trt C의 경우에도 Trt A보다 높은 전자공여능을 관찰할 수 있었다. Trt B와 

Trt C 간의 전자공여능에 대한 유의성도 역시 없었다. 

   (라) 항균 활성 

   ① 오미자 

   용매 추출 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오미자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26

과 같다. 감마선 조사한 오미자 추출물 50 ㎍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Gram(+)와 Gram(-) 각각 3종의 미생물에서 높은 항균력을 나타냈다.  E. coli는 clear 

zone이 22.7±1.5에서 36.7±1.5로 가장 항균활성이 높았으며, methanol와 acetone 용매로 추출한 

오미자의 경우 Staphylococcus aureus와 Salmonella typhimurium 등에 대하여 항균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등
(205)

은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활

성 측정 결과, 밤꽃 메탄올 추출물이 B. aurens, S. mutans, E coli 및 S. typhimurium에 대한 

항균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 으며, Seo 등
(206)

은 산수유 물추출물이 S. mutans, Pseud. 

aeruginosa, B. subtilis, E. coli 0-157, S. typhimurium 및 E. coli에 대하여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고, Ji 등
(207)

은 오미자 물추출물이 Escherichia coli W3110과 Enterobacter cloacae 

MG82 및 Salmonella typhimurium의 증식을 크게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 결과, 오미

자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와 같이 항균활성이 뛰어났지만 감마선 조사시 선량이 높을수록 대체

적으로 항균활성이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오미자 추출물의 항균 활성이 증가하는 이

유는 오미자가 함유하고 있는 유기산에 의해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

해 항균력이 증가하는 것은 유기산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성분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칡 

   칡 추출물의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ethanol과 acetone 용매 추출 후 감마선 조사하여 

농축 후,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3-27에서 보는바와 같다. Ethanol 용매 추출한 경우

에는 감마선 비 조사구와 조사구 항균 활성은 대체적으로 Gram(+)와 Gram(-) 모두 강한 항균

력을 나타냈다. 특히 B. subtilis의 경우에는 clear zone이 비조사구일 때 3.2±0.76에서 30 kGy 

일 때 15.3±0.58로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보여줬으며, B. megaterium도 3.5±0.5에서 30 kGy 

일 때 10.5±0.5로 증가하 고, Gram(-) bacteria인 Staph. aureus와 Sal. typhimurium의 경우에

도 항균 활성이 증가하 다.  또한 methanol의 경우에는 B. subtilis, B. natto, B. 

megaterium, Staph. aureus등 균주에서는 항균 활성이 증가하 으나 Sal. typhimurium과 E. 

coli의 경우에는 항균활성이 미약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식품 저장 기간을 연장하

고자 식품 보존제로써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천연 추출물

을 이용한 항균 활성은 향신료
(208)

, 생약제
(209,210)

 그리고 천연 약용 식물 추출물의 항균효과등
(211)

을 보고하면서 저장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313 -

Table 3-26. Antimicrobial activities of Schizandrae fructus extracts with different solvents 

after gamma irradiation

      Strains
Irradiation
dose (kGy)

Clear zone on plate(mm)

Hot water Ethanol Methanol Acetone

Gram(+)

Bacillus
subtilis
KCCM 11314

0 13.7±0.58
1) 13.7±0.58 16.3±2.08 13.3±0.58

10 18.0±0.00 16.8±0.29 16.3±1.15 15.3±0.58

20 16.7±0.58 18.0±1.00 21.7±1.53 17.3±0.58

30 20.5±0.50 19.7±0.58 20.3±0.58 17.2±0.29

Bacillus
natto M-1002

0 11.0±2.00 12.3±0.58 10.8±0.76 10.8±0.76

10 15.3±1.53 13.5±0.50 14.3±1.15 12.5±0.5

20 17.3±1.15 15.2±0.29 17.0±1.00 17.0±1.00

30 14.0±3.00 17.5±0.50 17.3±1.53 18.2±1.04

Bacillus
megaterium
KCCM 35409

0 14.8±1.04 14.7±0.58 14.3±0.58 17.0±1.00

10 18.7±1.53 17.2±1.04 15.3±1.53 15.5±0.50

20 20.3±1.15 16.3±0.58 15.0±1.00 16.8±0.29

30 20.3±0.58 17.3±1.53 16.8±0.29 17.5±0.50

Gram(-)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9

0 12.7±1.53 15.0±2.65 10.5±0.50 13.2±1.04

10 16.3±1.15 14.8±0.76 10.8±0.29 11.5±0.50

20 17.3±0.58 16.3±0.58 12.8±0.58 12.3±0.58

30 16.7±0.58 17.3±0.58 11.3±0.58 12.5±0.50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0 10.3±0.58 10.3±0.58 11.3±1.53 10.3±0.58

10 15.7±1.15 14.7±2.08 11.7±1.15 9.7±1.15

20 14.7±1.53 16.8±0.76 12.3±2.08 9.3±0.58

30 18.8±1.04 15.5±0.50 16.0±2.65 9.7±1.53

E. coli
ATCC 25922

0 31.7±0.58 22.7±1.53 27.7±1.15 25.7±0.58

10 36.3±1.15 28.7±1.53 27.7±0.58 28.5±0.50

20 36.7±1.53 28.5±0.87 29.3±0.58 29.5±0.50

30 36.0±1.00 29.5±0.50 29.0±1.00 29.3±1.15

1)
Mean±Standard deviation(n=8).

   본 실험 결과, 칡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물질은 식품 보존제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감

마선 조사별로 비교해볼 때 비조사구 보다 조사구가 항균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단백질이나 polyphenol중 다른 항균 물질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활성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리 활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③ 녹차추출물 분말을 함유한 돈육패티의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신선 돈육 패티의 색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28). 그러나 

신선 돈육 패티의 냄새는 감마선 조사한 녹차 추출물 분말을 함유한 패티(Trt C)가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관능점수를 얻었다. Trt B의 돈육 패티가 냄새에서 가장 낮은 관능점수를 얻었는

데 이는 천연적인 녹차의 냄새가 패티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열 돈육 패티의 표

면 색상은 Trt B와 Trt C가 Trt A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 다. 

   결론적으로 감마선 조사한 후 동결건조된 녹차잎 추출물 분말은 물리적 및 관능적으로 부

의 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감마선 처리 또는 무처리된 녹차잎 추출물 분말의 첨가는 패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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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생화학적인 효과를 증대시켜 기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감마선 

조사된 녹차 추출물 분말은 식품 또는 화장품 산업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Table 3-27. Antimicrobial activity of irradiated Puerariae radix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s

          Strains           Irradiation

                           dose (kGy)

Clear zone on plate (mm)

Acetone Methanol

Gram(+)

Bacillus

subtilis 

KCCM 11314

0 3.2±0.76
1) 3.7±0.58

10 6.7±0.58 6.3±0.58

20 10.7±0.58 5.8±0.76

30 15.3±0.58 6.5±0.50

Bacillus

natto M-1002

0 4.5±0.50 3.5±0.50

10 3.5±0.50 3.5±0.50

20 4.3±0.58 4.5±0.50

30 6.0±0.50 5.8±0.29

Bacillus

megaterium

KCCM 35409

0 3.5±0.50 3.8±0.29

10 6.2±0.29 5.0±0.00

20 8.0±0.50 6.3±0.58

30 10.5±0.50 8.3±0.58

Gram(-)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9

0 ND2) 7.8±0.29

10 6.3±1.53 7.0±0.50

20 11.3±1.53 9.8±0.29

30 13.7±1.15 10.3±0.58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0 2.3±0.58 2.3±0.58

10 3.8±0.76 2.0±0.00

20 6.7±0.58 2.3±0.58

30 9.3±2.08 3.0±1.00

E. coli

ATCC 25922

0 ND ND

10 ND ND

20 5.6±1.53 ND

30 6.8±0.29 ND
1)
Mean±Standard deviation(n=3).

2)Not detected.

Table 3-28. Sensory scores of raw and cooked pork patties with nonirradiated or irradiated 

freeze-dried green tea leaf extract powder (0.1%)
a

Parameter
Raw Cooked

a

Color Odor Color Odor Taste Tenderness

Trt A 8.6 6.9b 6.8b 6.6 6.0 6.3

Trt B 8.7 5.4
c

8.1
a

7.4 8.2 6.7

Trt C 7.9 9.0
a

8.7
a

6.0 6.5 6.2

SEMb 0.47 0.90 0.47 0.80 0.75 0.69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aPatties were cooked on a preheated pan for 3.5 min. The cooked patties were sliced into small 
pieces, served to the panelists individually and evaluated independently in two different times at 
Day 1 and Day 3. A 15 line-scale was provided to the panelists and scored; very undesirable (0) to 
very desirable (15) for color, strong off-odor (0) to very mild odor (15) for odor, very poor taste 
(0) to very tasty for taste, and very tough (0) to very tender (15) for tenderenss. 
b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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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알러지 저감식품 생산기술 개발

  (1) 감마선 조사된 식품알러젠의 구조적 변화 관찰

   (가) 계란 알러젠의 변화

   ①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환자 IgE의 반응성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Ci-ELISA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H-IgE의 감마선 조사

된 OVA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13). 비조사 OVA에 대해 

H-IgE는 0.31 ∼ 5.00 μg/mL의 검출 범위를 나타내며, 알러젠의 농도에 따라 전형적인 표준곡

선을 나타냈고, 이때 곡선의 기울기는 -15.17을 나타냈다. 3 kGy의 감마선 조사로 곡선의 기울

기는 감소하여 -9.63을 나타냈고, 5와 10 kGy의 선량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준곡선

에서 기울기의 변화는 항체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감소할수록 표

면 항원결정기, 즉 epitope의 파괴로 인한 반응성의 감소를 나타낸다
(70),(212)

. 이 결과는 OVA의 

epitope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원결정성을 상실하여 H-IgE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을 나타내며, 3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epitope의 부분적 파괴와 함께 3차 구조의 변화로 인

한 항원결정기의 전체적인 감소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환자 혈청을 이용한 알러지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결

과는 보고되어 있지 않아 주요 epitope들에 대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파괴 및 변화 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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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Binding ability (allergenicity) of egg-allergic patients IgE to irradiated 

ovalbumin by Ci-ELISA. The protein solutions (2.0 mg/mL) were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m is the slope of the curve obtained from binding rate of IgE to 

coated standard protei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samples to irradiation on the same 

concentration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recognized in th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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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단클론 항체의 반응성 

   M-IgG를 이용한 OVA의 항원성의 변화는 H-IgE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

으로 단클론 항체는 매우 높은 항원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M-IgG의 반응성은 5 kGy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3-14). M-IgG의 표준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5 kGy까지 2배 이상(19.62에

서 42.27)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된 항원에 대한 매우 높은 친화성을 나타냈다. 10 kGy에서 기

울기의 감소는 노출된 epitope이 분자간 응집에 의해 가려짐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12)

. 이 결과는 5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는 OVA의 B 세포 epitope을 표면으로 더 잘 노출시

켰으며, M-IgG가 훨씬 쉽게 반응할 수 있게 구조가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결과는 β

-lactoglobulin의 열변성 시험에서 가열온도가 상승할수록 일정 온도까지 항원에 대한 단클론항

체의 인식정도가 증가하 다는 Kaminogawa 등
(213)

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외부 에너지(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내부의 S-S 결합의 부분적 파괴와 3차 구조를 

이루는 수소결합의 붕괴가 진행되어 conformational epitopes의 노출로 단클론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기 때문이다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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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Binding ability (antigenicity) of mouse anti-ovalbumin IgG to irradiated 

ovalbumin by Ci-ELISA. The protein solutions (2.0 mg/mL) were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m is the slope of the curve obtained from binding rate of mouse 

IgG to coated standard protei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samples to irradiation on the 

same concentration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recognized in the 

p<0.05.



- 317 -

   ③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다클론 항체의 반응성 

   감마선 조사된 OVA에 대한 R-IgG의 반응성은 M-IgG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R-IgG에서는 3 kGy를 정점으로 증가 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3-15). 표준곡선의 

변화도 M-IgG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OVA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3과 5 kGy 정도에서 

분자 구조적 해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214)

, 그 이후의 선량에서는 epitope의 파괴와 함께 급

격한 분자간, 분자내 응집으로 인해 epitopes이 분자 내부로 감추어 R-IgG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으로 사료된다
(110)

.

   ④ 맹검법을 이용한 항체 반응성의 비교

   비조사 OVA으로 얻어진 각 항체의 표준곡선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OVA의 면역반응성 

시험에서 각 항체의 면역반응성은 표준곡선의 기울기의 변화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고, 이때 얻

어진 결과의 신뢰도는 95.78%이었다(Figure 3-16). 감마선 조사에 의해 H-IgG의 면역반응성은 

감소하여 5 kGy에서 0.02, 10 kGy에서는 0.001을 나타내어 급격한 반응성의 감소를 보 다. 그

러나, M-IgG와 R-IgG의 면역반응성은 선량의 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었고, M-IgG

의 경우 5 kGy에서 14.2배의 면역반응성을 나타냈고, R-IgG의 경우 3 kGy에서 16.2배의 반응

성을 나타내 매우 높은 항체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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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Binding ability (antigenicity) of rabbit anti-ovalbumin IgG to irradiated 

ovalbumin by Ci-ELISA. The protein solutions (2.0 mg/mL) were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m is the slope of the curve obtained from binding rate of rabbit 

IgG to coated standard protein.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samples to irradiation on the 

same concentration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recognized in th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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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Immune reactivity of egg-allergic patients IgE, mouse anti-ovalbumin IgG 

and rabbit anti-ovalbumin IgG to irradiated ovalbumin. Immune reactivity of each antibody 

was determined by Ci-ELISA with the protein solution prepared for blind test. The results 

indicate the rate of detected ovalbumin concentration in irradiated sample to that in 

non-irradiated sample. Statistical differences of immune reactivity of each antibody by 

irradiation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recognized in the p<0.05.

   일반적으로 식품분석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체는 다클론 항체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항체

가 항원에 존재하는 다수의 epitope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시험에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반면, 식품의 가공 중 단백질의 변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용가능성이 점차 

높게 인식되고 있다
(178)

. 단클론 항체는 항원의 한 부분, 즉 하나의 epitope을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친화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단클론 항체의 이용이 요구

된다
(215)

. 

   본 연구에 사용된 항체의 반응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있는 결과로서 식

품알러지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법인 면역분석법의 이용시 항체의 선별이 매우 중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72)

. 알러젠에 대한 특이 IgE는 일반적으로 다클론 항체로서 인식되지만, 그 

특이성에 있어서는 단클론 항체와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항체를 이용한 식

품알러지 연구에서는 반드시 알러지성을 유발하는 epitope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식품알러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임

상의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혈청내 IgE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110)

.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알러젠에 대한 각기 다른 항체의 면역 반응성

이 다른 것은 항체가 인식하는 항원 표면 epitope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Figure 3-16),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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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저감화 식품 개발에서 동물의 항체를 이용할 경우, 임상에서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알러젠의 구조 변화, epitope

의 파괴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시 충분한 자료 조사와 가능하다면 환자의 혈청을 직접 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2)

.

  (나) 감마선 조사된 우유단백질에 대한 우유 알러지 환자의 IgE 결합능의 변화

   ① MHP-IgE를 이용한 우유단백질들의 정량용 표준곡선 작성 

   MHP-IgE를 이용한 각 우유단백질의 정량곡선을 Ci-ELISA를 사용하여 작성하 다(Figure 

3-17, 3-18). 단백질이 일정농도(1.0 μg/mL)로 고정된 microwell에 다양한 농도로 첨가된 단백

질과 일정량의 MHP-IgE(최종농도 2% 혈청 희석액)의 경합에 의해 고정된 단백질에 대한 항

체의 반응을 곡선으로 나타낸 후 곡선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단백질 검출범위로 정하

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MHP-IgE를 이용한 우유단백질의 검출 범위는 casein 단백질의 경

우 ACA가 15.62에서 250 μg/mL, BCA가 1.95에서 62.5 μg/mL, 그리고 KCA가 3.9에서 125 μ

g/mL으로 나타났고, 유청단백질의 경우 ALA가 0.03에서 1.0 μg/mL, BLG가 0.03에서 2.0 μ

g/mL, 그리고 BSA가 0.98에서 125 μg/mL으로 나타나, 이 표준곡선을 이용하면 우유 및 유제

품에 존재하는 알러젠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어 알러젠의 정확한 양을 식품에 표기할 수 있다
(72),(169)

. ACA와 BLG의 검출농도한계가 매우 낮은 농도에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MHP-IgE의 항체 친화성이 다른 단백질들보다 이들 단백질들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유의 주요알러젠으로 BLG와 ALA가 인식된 후
(84),(85)

 환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 유

발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전 연구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82),(83)

. 그러나, 

casein 단백질도 주요 알러젠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MHP-IgE의 친화도는 

낮았다. 일반적으로 항체의 친화도가 높을수록 낮은 농도의 항원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항

체 친화도가 높은 항체를 사용하면 미량 성분분석이나 정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61)

.

   ② 감마선 조사된 우유단백질에 대한 MHP-IgE의 결합반응성의 변화 

   우유단백질들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MHP-IgE의 알러젠 인식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3-17, 3-18). 감마선 조사에 의해 대부분의 단백질에서 비조사구에서 얻은 표준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m)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의 감소는 항체의 친화도가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며, 항원표면의 항원결정기(epitope)의 파괴로 인해 항체가 항원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12)

. 대부분의 단백질들에 대한 Ci-ELISA 측정결과, epitope의 파괴

로 인한 표준곡선 기울기의 감소와 함께 표준곡선이 위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

다. 이것은 단백질의 구조변화로 인한 epitope의 수가 감소되어 항체가 잘 결합할 수 없기 때

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60)

, casein 단백질의 경우 10 kGy의 감마선 조사로 MHP-IgE의 반응성

이 약 50% 정도로 낮아졌고, 이 중 ACA가 감마선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청단백

질의 경우 ALA와 BLG가 감마선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 kGy의 감마선 조사로 표

준곡선의 기울기가 50% 정도 감소하 고 10 kGy의 조사로 5이하의 기울기를 나타내, 

MHP-IgE의 친화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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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Binding ability of milk hypersensitive patients IgE to irradiated α-casein, β

-casein, κ-casein by Ci-ELISA. The protein solutions (2.0 mg/mL) were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The slope of the curve (m) obtained from binding rate of IgE to 

coated standard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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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Binding ability of milk hypersensitive patients IgE to irradiated α-lactalbumin, 

β-lactoglobulin and bovine serum albumin by Ci-ELISA. The protein solutions (2.0 mg/mL) 

were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The slope of the curve (m) obtained from 

binding rate of IgE to coated standard protein.

이 결과는 ALA와 BLG가 감마선 조사로 쉽게 표면 항원결정기가 파괴되어 항체가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유 알러지 억제를 위한 감마선 조사의 이용가능성을 매

우 높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BSA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항원결정기 수의 감소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알 수 있다
(212)

. 항원결정기 수의 감소는 단백질 분자가 감마선 조사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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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자간 수소결합과 S-S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결합의 생성으로 분자간 응집현상

이 발생되어
(68-70)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결정기가 새로운 분자 형성에서 내부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60)

. BSA에 대한 표준곡선의 변화는 곡선의 기울기가 3 kGy와 5 kGy

에서 오히려 약간 증가하 는데, 저선량의 감마선 조사로 BSA 구조가 MHP-IgE가 더 잘 인

식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변성되었기 때문이다
(213)

. 동물항체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

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3 kGy에서 5 kGy 이하의 저선량 조사로 인해 단

백질의 구조적 해리가 주요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67,72)

, BSA의 경우 

MHP-IgE의 표면항원결정기가 감마선 조사에 쉽게 파괴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색 새우(Penaeus aztecus) 주요알러젠(Pen  a 1)의 알러지

성 및 항원성의 변화

   ① 환자 IgE의 항체반응성 평가 

   감마선 조사된 새우 단백질 추출액에 대한 IgE의 반응성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19). 10% 희석한 환자의 혈청내 IgE와의 반응을 비교하 을 때 

5 kGy에서 알러젠과 IgE의 반응성이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10 kGy에서는 10% 이하의 반응

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추출물내에 존재하는 알러젠들의 알러지

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근거로 새우의 주요 알러젠인 tropomyosin을 열처

리한 HSP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하 다. 새우 알러지 환자의 IgE와 감마선 조사된 HSP를 

Ci-ELISA법을 이용하여 반응시켰을 때 환자의 IgE는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여 HSP를 잘 

인식하지 못하 다(Figure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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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O.D. values at 492 nm resulted from Immunoreaction of patients' IgE to 

allergens in gamma-irradiated shrimp protein extracts. The reactivity was measured by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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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Binding ability of patients' IgE to gamma-irradiated shrimp heat-stable 

protein.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BT and B0 

indicate binding ability of irradiated HSP and that of non-irradiated HSP, respectively. 

3 kGy에서 조사된 HSP와 IgE와의 반응성은 대조구에 비해 50% 이하의 반응성을 나타냈고 

10 kGy에서 조사된 HSP와의 반응은 18.5% 정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식품조사에서 국제적

으로 허용된 10 kGy 선량에서도 충분히 HSP의 알러지성을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

타낸다. mAb 4.9.5(Figure 3-21B)와 환자 IgE로부터 얻어진 항체 반응성을 비교하 을 때, 상

관계수가 0.9650(p<0.05)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mAb 4.9.5와 환자 IgE의 epitope의 

변화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난다고 사료된다. 이 결과들은 적절한 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새우로부터 야기되는 IgE-mediated hypersensitivity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GPC-HPLC와 sandwich ELISA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HSP의 정량 

   감마선 조사된 HSP의 GPC-HPLC 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HSP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21A). HSP의 retention time은 20분이었다. HSP를 정량하 을 때 HSP의 

양은 감마선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되었으나 1 kGy의 저선량 조사로서도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andwich ELISA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HSP의 농도를 검사한 

결과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HSP의 농도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 HSP 감소경향은 

GPC-HPLC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3-21B). 이 결과는 HSP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적으로 변성되며, B cell epitope의 파괴에 의해 mAb 4.9.5가 인식하는 항원

의 농도가 감소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69),(71),(216)

. 두 결과에서 얻어진 HSP의 감소경향을 비교하

을 때 0.9971의 상관계수(p<0.05)를 나타냈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HSP의 항원성의 감소는 

HSP의 파괴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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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Detected concentrations of gamma-irradiated HSP by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A) and sandwich ELISA based with mAb 4.9.5 (B). 

   ③ SDS-PAGE and immunoblotting of IgE 

   감마선 조사된 HSP의 전기 동 결과 새우의 주요 HSP(36 KD) 부분이 감마선 조사에 의

해 감소되고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HSP 부분이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3 kGy

와 5 kGy 조사구는 더 높은 분자량대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생성되었는데 단일 부분을 형성하

지 않고 응집에 의한 고분자화로 gel lane에 끌린 흔적(trace)들을 나타냈으며 7 kGy 이상에서

는 trace의 흔적 또한 사라졌다(Figure 3-22). 

Figure 3-22. Results of SDS-PAGE (left, 15% acrylamide) and immunoblotting (right) of 

the irradiated shrimp heat-stable protein (HSP, 1 mg/ml). M and numerals indicate 

molecular weight standard and the irradiation doses (kGy), respectively. Arrow indicates 

main band (36 KD) and arrow heads indicate reaction of patients' IgE and traces of the 

denatured HSP o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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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unoblotting의 결과에서 환자의 IgE는 5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HSP와 반응하지 

않았다. 1, 3, 5 kGy의 HSP lane에서 높은 분자량대에서 인식되는 부분이 나타났으며, 이 결과

는 SDS-PAGE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5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응집된 HSP에 IgE와 반응하

는 epitope이 있음을 나타낸다(Figure 3-22).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붕괴되어 더 작은 분자량대의 polypeptide 등으

로 분해되거나, 분자간 응집으로 인하여 더 큰 분자량의 새로운 구조를 갖는다
(69),(214)

. 감마선 

조사에 의해 HSP는 응집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myosin의 변화 

양상
(67)

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소의 존재 하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HSP는 응집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109)

. 전술한 바와 같이 새우의 HSP은 tropomyosin으로 

myosin의 꼬리부분과 같은 막대모양의 단백질로서 helical 구조를 갖고 있다
(217)

. Lee 등
(109)

의 

보고에서와 같이 단백질의 coiled coil 구조는 3 kGy의 선량에서 풀어져 단백질 내부에 존재하

는 내부 구성아미노산의 소수성 작용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분자 변화가 항체의 

반응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새우의 주요 열안정성 단백질인 tropomyosin의 구조를 변

화시켜 알러지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감마선 조사가 마늘(Allium sativum) 단백질 Allivin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향

   ① 감마선 조사가 allivin 용액의 UV Spectrum에 미치는 향 

   감마선 조사된 allivin 용액에 대한 UV spectrum의 변화는 Figure 3-23에 나타냈다. 감마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UV spectrum에서 흡광도의 값이 증가하 다. 식품단백질들에 대한 이

전 연구들
(4),(67)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allivin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단백질용액의 흡광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광도의 증가는 특히 200 nm부터 400 nm 범위에서 큰 폭의 변화

를 나타내었는데,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2, 3차 구조를 이루는 disulfide bond와 hydrogen 

bond의 부분적인 파괴로 단백질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저파장에서 흡광도에 관여하는 

phenylalanine, tryptophane 등의 benzene ring을 갖고 있는 일부 hydrophobic amino acid들이 

분자 외부로 노출되어 흡광도의 값에 간섭하여 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218),(219)

. 이 때 단백질

의 정성 및 정량에 이용되는 UV 파장인 280 nm에서의 흡광도도 역시 증가하는데, 단백질 농

도의 변화없이 흡광도의 변화는 구조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67)

. Allivin 

용액의 280 nm에서의 흡광도는 감마선 조사로 인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3-29). 일반

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변화는 단백질 용액의 혼탁도에 향을 미친다
(67)

. 감마선 조사된 allivin 

용액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시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게 탁하게 변하 다. 단백질 용액

의 혼탁도는 660 nm 파장의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79)

. 이에 UV 

spectrum 결과에서 660 nm의 흡광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allivin 용액의 혼

탁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혼탁도는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Table 3-29). 한

편, 감마선 조사 후 0.22 μm에서 여과된 allivin 용액의 혼탁도가 가시적으로 관찰하 을 때, 현

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 다.



- 325 -

Wavelength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A
bs

or
ba

nc
e

0

1

2

3

4

5

6

Wavelength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1

2

3

4

5

6

0 kGy
2.5 kGy
5.0 kGy
7.5 kGy
10.0 kGy

A B

Figure 3-23. UV spectrum of allivin solution (3.0 mg/mL) gamma-irradiated with the 

different absorbed doses. A, Only irradiated samples; B, Irradiated and filtered samples.

Table 3-29. Changes of optical densities of gamma-irradiated garlic protein, allivin solution 

(3.0 mg/mL)

Treatment
Absorbance

 (nm)

Irradiation dose (kGy)
SEM

4)

0 2.5 5.0 7.5 10.0

Non-filtered

280 4.503a 4.500a 4.708b 4.857c 5.0003)d 0.005

660 0.057a 0.097b 0.185c 0.273d 0.372e 0.006

Protein assay at 585
2)
 0.542 0.539 0.541 0.542 0.540 0.003

Filtered
1)

280 4.393a 4.352b 4.329c 4.178d 3.803e 0.004

660 0.039a 0.043a 0.048b 0.051b 0.062c 0.003

Protein assay at 585
2)
 0.531a 0.522b 0.501c 0.485d 0.432e 0.006

a,b
Means with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P<0.05). 

1)
Sample solutions were filtered within 0.22 μm filtration kit after irradiation.

2)
Protein assa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protein in the solutions.

3)
This value was the highest of a spectrophotometer used in this study.

4)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15.

   여과된 allivin 용액의 UV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300 nm 이상의 범위에서 처리구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igure 3-24). 또한, 280 nm의 흡광도에서는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다(Table 3-29).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간 중합․

축합으로 발생된 응집물들이 0.01 M PBS(pH 7.4) 조건에서 용해되지 않고 여과시 여과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특히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280 nm에서의 흡광도의 감소는 처리구내의 

단백질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한 단백질 정량에서 확인

하 다(Table 3-29). 감마선에 의한 단백질 용해성의 감소는 hydrophobic amino acids의 표면 

노출로 분자간 hydrophobic interaction이 발생하고, 조사시 생성된 아미노산의 분해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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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이 큰 ketone체가 단백질과 반응하여 분자를 거대분자로 변형시키며, 단백질 표면에 존

재하는 hydroxyl group의 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② 전기 동 분리 형태 변화 

   Figure 3-24A는 감마선 조사된 allivin 용액의 전기 동도이다. 감마선 조사로 12 kDa의 분

자량을 갖는 allivin의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부터 분자

간 응집으로 인한 끌림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의 전기 동분리형

태에서 잘 발견되는 현상이다. 끌림 현상은 35 kDa 이하의 분자량 범위에서 주로 발견되었고, 

선량의 증가에 따른 분자량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백질 분자

간 중․축합으로 발생되는 고분자화 현상은 산소(O2)의 존재유무에 큰 향을 받는다. 일반적

으로 산소의 존재시 감마선 조사로 인해 단백질 분자는 거대분자로 응집되는 현상이 주로 발

생되고, 분자간 응집은 특정한 분자량대를 형성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발견되며, 선량이 증

가할수록 고분자량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감마선 조사 후 불용성 부분을 제거한 다음 전기 동을 실시하 을 때, allivin의 농도

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24B). 여과하지 않은 시료에서 발견되었던 35 kDa 이

하에서의 넓은 끌림현상은 감소하 으나, 선량이 증가할수록 끌림 현상의 범위가 넓게 분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감마선에 의한 단백질의 응집이 모든 응집된 단백질 부분을 

불용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집되어 용해되어 있는 단백질 부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된 마늘로부터 분리한 allivin의 전기 동도

는 Figure 3-24C에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마늘내 allivin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

았다. 변성으로 인한 추출율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10 kGy 이하에서의 감마선 조사는 마늘 

단백질 allivin의 구조적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A                          B                           C

Figure 3-24. SDS-PAGE profile of allivin gamma-irradiated with the different absorbed 

doses. A, allivin gamma-irradiated; B, allivin gamma-irradiated and filtered within 0.22 μm; 

C, allivin separated from garlic gamma-irradiated. M,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er; 

A, 0 kGy; B, 2.5 kGy; C, 5.0 kGy; D, 7.5 kGy; E, 10.0 kGy. Numbers on the left side 

indicate the molecular weights (KDa) of the standard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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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로 인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는 저분자량의 단백질보다는 고분자량의 단백질

에서 더 크게 발생되고
(67),(123)

, 식물체의 씨앗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감마선에 강한 저항을 갖

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늘 allivin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의 이용은 조사시 pH의 변

화, 가열 및 가압 등 다른 가공처리기술과의 병용처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124)

.     

   결론적으로 마늘 알러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한 마늘 알러젠, allivin

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1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마선 조사와 타 가공방법과의 병용처리에 의한 알러지성의 감소

   (가) 감마선 조사된 난백 알부민의 항원성에 미치는 가열의 향  

   ① OVA 정량을 위한 표준곡선 

   시료용액에 존재하는 OVA를 정량하기 위한 표준곡선을 각 항체별로 작성하 다(Figure 

3-25). 각 표준곡선에서 얻어진 OVA의 검출 범위 및 검출 한도는 Table 3-30에 나타냈다. 

M-IgG가 가장 높은 항원에 대한 친화성을 나타냈으며, P-IgE와 R-IgG는 거의 같은 수준의 

친화성을 나타냈다. 항원에 대한 항체친화성은 면역분석법의 이용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일

반적으로 항체의 친화성이 높을수록 미량 항원을 좀더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다
(215)

. 단클론 항

체의 경우 다클론 항체보다 항체친화성이 높은 것은 낮은 농도에서도 쉽게 표적항원을 인식하

기 때문이며
(72)

, 본 연구에서도 M-IgG가 P-IgE나 R-IgG보다 더 높은 항체친화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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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Standard curves for quantifying intact ovalbumin (OVA). The curves were 

made by Ci-ELISA individually formatted with egg-allergic patients' IgE (P-IgE), mouse 

monoclonal IgG (M-IgG) and rabbit polyclonal IgG (R-IgG) against OVA. Standard 

solution was prepared by dilution of intact OVA solution (2.0 mg/ml). The equations in 

figures were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OVA in sample solution recognized by Ab: 

X = Concentration of OVA; Y = OD value obtained from immune reaction of each Ab and 

coated 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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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E의 ELISA에서 OVA를 3.9에서 125.0 μg/mL의 희석범위에서 OVA를 검출할 수 있었

으며, 이때의 검출 한계는 0.1 μg/mL로 나타났다. M-IgG로 확립된 ELISA에서는 7.8에서 62.5 

μg/mL의 검출 범위를 나타냈고, 검출한계는 0.01 μg/mL이었고, R-IgG를 사용한 표준곡선에서 

OVA는 7.8에서 1,000 μg/mL의 범위에서 검출할 수 있었고, 검출한계는 0.1 μg/mL이었다. 

   ② 감마선 조사 및 가열처리에 의한 OVA의 항원성 변화 

   가열처리 후 시료용액에 존재하는 OVA에 대한 각 항체의 반응성의 변화는 Table 3-30에 

나타냈다. 각 항체가 인식하는 OVA의 열변성은 항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R-IgG는 60℃, M-IgG는 70℃부터, 그리고 P-IgE의 경우 80℃부터 항체반응성이 변화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OVA의 열변성은 약 70℃부터 시작하여 85℃ 전후에서 최

고의 변성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220,221)

. P-IgE의 경우 가열에 의해 OVA의 반응성은 8

0℃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85℃부터 변화가 거의 없었고, IgE의 반응성이 매우 약화되었다, 이 

결과는 OVA의 알러지성이 가열처리에 의해 감소된다는 이전의 보고들
(104,105)

과 일치하 다. 흥

미있게도 M-IgG와 R-IgG에서는 가열처리된 OVA에 대한 항체의 반응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gG의 경우 85℃ 처리구에서 최고의 반응성을 나타냈으며, 이때 항체반응

성은 37℃ 처리구에 비해 약 34.7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더 높은 온도에서의 가열처리구

에 대한 항체반응성이 점차 감소하 으나, 멸균조건에서도 M-IgG의 epitope는 완전히 파괴되

지 않고 오히려 37℃보다 약 20배정도 항체가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나

타났다. R-IgG의 항원과의 반응성은 80℃ 처리 OVA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격히 감

소하여 90℃ 처리부터는 반응성이 37℃와 거의 같게 유지되었다. 단백질은 가열에 의해 그 구

조가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항원성도 변화된다
(213)

. 가열에 의한 OVA의 구조적 해리는 7

0℃부터 80℃이하의 가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단백질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결정기의 노출이 

변성 전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 항체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하여, M-IgG나 

R-IgG의 경우와 같은 항체반응성의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
(178)

. 

Table 3-30. Detected concentration (μg/mL) of ovalbumin in sample solutions heated at the 

designated temperatures by ELISA individually formatted with the different antibodies

Antibodies1)
Temperature (℃)

37 60 70 75 80 85 90
boiled

(100)
autoclaved

(121)

Patients' IgE 10.3
a

 9.9
aX

 10.5
aX

  9.5
aX

   6.1
bX

  1.9
cX

  1.2
dX

  1.3
dX

  1.3
dX

Mouse IgG, 11.2a 12.1ax  17.1bY 121.4cY  258.3dY 346.9eY 289.9dY 204.4fY 170.7gY

Rabbit IgG, 10.3a 35.6bY 171.6bZ 867.4cz 1,653.6dZ  75.3eZ  13.3aZ   9.3aZ  10.4aZ

Means (n = 5).
1)
Heat treatment to samples was isothermally processed in the designated temperatures for 15 min. 
a-g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X-Z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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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Detected concentration (μg/mL) of ovalbumin in sample solutions 10 kGy 

gamma-irradiated after heating  at the designated temperatures by ELISA individually 

formatted with the different antibodies

Antibodies1)
Temperature (℃)

37 60 70 75 80 85 90 boiled
(100)

autoclaved
(121)

Patients' IgE 1.5aX  1.2aX  1.7aX  1.4aX  1.4bX  0.5bX  0.5bX  0.5bX  0.6bX

Mouse IgG, 49.5aY 57.4bY 50.8aY 52.3aY 47.6aY 43.4acY 40.3cY 36.1cY 47.6aY

Rabbit IgG, 41.4
aY

44.3
aZ

64.5
bZ

47.1
aY

39.8
aY

 9.3
cZ

11.0
cZ

 7.3
cZ

 1.3
dX

Means (n = 5).
1)
Heat treatment to samples was isothermally processed in the designated temperatures for 15 min. 
a-g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X-Z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Table 3-32. Detected concentration (μg/mL) of ovalbumin in sample solutions heated at the 

designated temperatures after gamma irradiation of 10 kGy by ELISA individually 

formatted with the different antibodies

Antibodies1)
Temperature (℃)

37 60 70 75 80 85 90
boiled

(100)

autoclaved

(121)

Patients' IgE   1.8
aX

  1.4
aX

 1.3
aX

  0.9
bX

  0.9
bX

  0.7
bX

  1.0
bX

  1.1
bX

  1.1
bX

Mouse IgG,  52.2aY  69.5bY 76.4bY  82.8cY  92.6dY 107.3eY 111.9eY 100.5dY 105.9eY

Rabbit IgG,  23.7aZ  55.8bY 14.8cZ   8.9cz  12.5cZ   6.3dZ  15.9cZ  22.7aZ  20.5aZ

Means (n = 5).
1)
Heat treatment to samples was isothermally processed in the designated temperatures for 15 min. 
a-e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X-Z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Table 3-33. Obtical densities at 340 nm of ovalbumin solution (2.0 mg/mL) treated with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eat and gamma irradiation of 10 kGy

Treatment1)
Temperature (℃)

37 60 70 75 80 85 90
boiled

(100)
autoclaved

(121)

Heated 0.013aX 0.023bX 0.020bX 0.026bX 0.069cX 0.178dX 0.200eX 0.210eX 0.214eX

Heated and irradiated 1.124
aY

1.185
bY

1.193
bY

1.314
cY

2.121
dY

1.950
eY

1.841
eY

1.841
eY

1.681
fY

Irradiated and heated 1.290aZ 1.299abY 1.313bZ 1.337bY 1.327bZ 1.266dZ 1.364cZ 1.302abZ 1.211eZ

Means (n = 5).
1)Heat treatment to samples was isothermally processed in the designated temperatures for 15 min. 
a-f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X-Z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감마선 조사와 가열처리의 병용처리가 P-IgE의 항원-항체반응성에 미치는 향은 처리 순

서와는 관계없이 모든 가열온도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1). 이전보고
(60)

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10 kGy)가 M-IgG의 항원-항체 반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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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으며, 가열처리와의 병용처리에서 처리 방법에 따라 증가(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구)

하거나, 감소(가열처리후 감마선 조사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R-IgG의 경우도 M-IgG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원-항체 반응성이 증가되었다. 

   ③ 시료용액의 혼탁도 변화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와의 병용처리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변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시

료용액의 혼탁도 변화를 측정하 다(Table 3-33). 가열처리에 의해 시료용액의 혼탁도가 증가

하 고, 90℃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혼탁도가 매우 높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다른 식품 단백질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냈는데
(72),(73)

,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용액내 단백질의 구조가 매우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구조변성은 일반적인 가열처리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79)

.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에서 가열 후 감마선 조사구에서 80℃까지 혼탁도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가열처리된 OVA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계속적인 구조변화를 일으킨 것으

로 판단된다. 감마선 조사 후 가열처리구에서도 역시 혼탁도의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처리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후 가열처리공정에서 단백질 분자의 재형성, 또는 반복적인 변성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구에서 항원-항체 반응성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

은 결과들(Table 3-32)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료의 혼탁도에 미치는 향은 열변

성보다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에서 식품알러지 항원의 구조적 변화 및 항원

성(알러지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식품가공 공정 중 사용되는 가열처

리가 알러지 억제를 위해 감마선 조사된 식품 단백질의 항원성 및 알러지성에 미치는 향과 

그 변화가 식품알러지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 다. 그러

므로, 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가공식품의 원료에 사용되는 계란의 알러지성을 억제시

키기 위한 방사선 조사가 가공 중 가열처리에서도 그 알러지성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 염기성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ovomucoid의 알러지성과 구조변화

   ① IgE 결합력의 변화 

   다른 pH 조건에서 조사된 시료용액에서 OM에 대해 계란에 hypersensitive한 환자의 IgE의 

표준곡선은 IgE의 결합력의 비교를 위해 얻었다 (Figure 3-26). OM이 조사되었을 때, pH의 

증가는 IgE 결합력을 중성 조건에서보다 더 쉽게 감소시켰다. 결합력의 변화는 곡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eversed semilogarithmical curve는 이 연구처럼 항원 코팅 

방법으로 포맷된 ELISA에서 얻고 시료에서 항원에 대한 항체의 반응은 곡선의 이동의 관찰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시료의 곡선이 표준곡선(대조군)과 비교하여 왼쪽으로 이동되었다면, 항

체는 대조군보다 시료에서 항원을 더 많이 인식된 것이다. 반대로,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되

었을 경우, 항체가 대조군에서 보다 시료에서 덜 인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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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ovomucoid (µ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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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y-pH recovered (m = 0.53)

Figure 3-26. Calibration curves of egg white hypersensitive patients' IgE against 

ovomucoid 10 kGy gamma-irradiated under different pH conditions by Ci-ELISA. 

Sample solution (2.0 mg/mL) was individually prepared in each pH, irradiated, serially 

diluted and then tested. m is the slope of the curve obtained from the binding rate of IgE 

to coated intact OM.

pH의 증가에 의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 고 또한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항원의 에피토프

를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높은 pH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가 중성 조

건에서 보다 OM의 에피토프의 변화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에피토프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일어난 파편화되거나 분자의 구조적인 노출 또는 분자 중의 응집과 같은 

분자의 변성에 의해 감소되었다
(60,67)

. pH 10.0이 조사 후에 pH 7.4로 생리적인 조건으로 전환되

었을 때, OM의 알러지원성은 pH 7.4에서 조사된 상태로 복귀되지 않았고 pH 10.0에서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 다. 이 결과는 본래의 OM에서 도메인 I 과 II, 또는 도메인 II와 III에서 구조

적으로 근처의 아미노산의 조각인 구조적인 IgE 에피토프가 염기성 조건에서 쪼개어지거나 파

괴되지 않았고 복귀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준다. 즉, 염기성 조건에서 OM의 변성은 비

가역적이고 알레르기원성이 감소된 난백을 함유한 식품 가공을 위해 pH의 조절은 제품의 특성

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표준곡선의 기울기는 다르지 않다. 이 결과는 OM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알레르기원성을 변

화시키고, 단백질에서의 에피토프가 분자의 응집에 의해 가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곡선의 

기울기는 코팅된 표준 OM과 높은 pH조건에서 조사 후에 에피토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조사된 단백질 사이의 경쟁에 의해 얻어진다.

   기울기의 증가는 조사된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결합력의 감소를 나타낸다. 기울기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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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구조에서 에피토프가 거의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에피토프는 용해도에서의 

변화 또는 어떠한 에피토프를 가릴 수 있는 응집에 향을 받기 쉽게 변한 것 같다. 이 결과는 

에피토프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메인 III에  환자의 IgE의 결합력은 OM 분자에서 다른 도메인보다 더 높으며  도메인 III

의 IgE 결합 에피토프 내에서의 아미노산은 OM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에 중요하다. 염기성 조

건에서의 조사는 도메인 III에 선상의 IgE 에피토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 못했으며 분자 사

이의 응집에 의해 생성된 구역에 의해 OM의 표면에 노출된 수를 감소시켰다. 

   ② 탁도 및 Hunters 색도 

   시료 용액의 탁도는 pH의 감소에 의해 약간 증가되었고 이것은 조사에 의해 높게 증가되었

다(Table 3-34). OM이 구조적으로 염기적인 조건(pH ≥9)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사에 의

한 증가는 pH 7.4보다 높은 pH에서 쉽게 생성이 될 것이다. 이 결과는 단백질의 구조가 조사

에 의해 풀어지고 엉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과 이온화 

조사에 의한 소수성의 증가는 OM 용액의 탁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증가는 다른 

보고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부제 

탄소 사이의 결합의 파괴에 의해 생성된 활성형의 aldehyde(ketone)기에 의해 생성이 되고 소

수성의 증가는 하위집단사이에 수소결합의 파괴와 이황화 결합의 감소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풀리기 때문이다.

   황색도는 조사된 용액에서 시각적으로 관찰되었다 (Table 3-35). 색도가 color difference 

meter에 의해 측정되었을 때, 조사된 시료에서 b- value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 

pH의 증가는 단지 조사된 시료에서만 b- value의 증가가 일어났고 조사되지 않는 시료에서는 

그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L-과 a- values는 조사된 시료에서 약하게 감소하 고 이것은 pH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가 진행되었다. 통계적인 차이는 L-과 a-value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 

OM 용액의 명백한 변화가 황색도에 변화에 의해 일어났다.

  

Table 3-34. Changes of OD values of ovomucoid solution (2.0 mg/ml) gamma-irradiated at 

the different pH conditions

Irradiation dose (kGy) pH
Wavelength (nm)

280 320 340 660

 0

 7.4 0.84
a

0.09
a

0.074
a

0.001

 9.0 0.94b 0.102b 0.087b 0.001

10.0 0.95
b

0.109
c

0.092
c

0.001

SEM 0.012 0.0008 0.0008 0.0006

10

 7.4 2.26a 0.67a 0.39a 0.002a

 9.0 2.68
b

0.82
b

0.46
b

0.004
b

10.0 2.91
c

1.05
c

0.60
c

0.004
b

SEM 0.053 0.014 0.009 0.0008

a-c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the same dose rate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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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Hunter color L-, a-, and b-values of irradiated ovomucoid dissolved in PBS 

buffer at different pHs

Color
Irradiation dose 

(kGy)

pH of buffer
SEM

7.4 9 10

L

0 102.42x 102.41x 102.43x 0.008

10 102.32ay 102.28aby 102.25by 0.014

SEM 0.017 0.010 0.014

a

0 -0.0003x -0.0003x -0.0004x 0.01

10 -0.17az -0.19by -0.24cy 0.008

SEM 0.003 0.007 0.009

b

0 -0.10x -0.10x -0.11x 0.01

10 0.58ay 0.68by 0.87cy 0.006

SEM 0.004 0.006 0.006

a-c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 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the same color value differ significantly (P<0.05).

Figure 3-27. SDS-PAGE of ovomucoid in solutions 10 kGy gamma irradiated in different 

pHs. M,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er; S, intact ovomucoid in pH 7.4; 7.4, ovomucoid 

irradiated at pH 7.4; 9.0, ovomucoid irradiated at pH 9.0; 10.0, ovomucoid irradiated at pH 

10.0. Numbers on the left side indicate the molecular weights of the standard marker.

   ③ SDS-PAGE 

   염기성 조건 하에서의 조사된 OM solution의 전기 도도는 Figure 3-27에 나타내었다. 약 

28 kD의 띠는 조사된 시료에서 사라졌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분자는 작은 분자로 분

해될 수 있거나 분자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분자로 응집될 수 있다. OM은 산소 

존재하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응집이 되고 더 큰 집합체로 될 수 있다. pH의 증가는 중성의 

조건에서 새로운 큰 분자량의 생성 대신에 염기성 조건에서 수소기에 의해 생성된 큰 분자량 

범위에서 작은 집합체를 유도하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계란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는 조사 가공이 가공된 

식품에서 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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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새우(Penaeus aztecus)의 알러지 억제를 위한 감마선 조사

   ① 감마선만 조사된 새우 추출액과 항체와의 결합력 

   환자 IgE는 갈색 새우로부터 추출한 SSPS와 SMPS 모두에서 알러젠을 인식하 고, 각 분

획에 대한 IgE의 반응성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었다(Figure 3-28). 10 kGy 

조사구에 대한 환자 IgE의 결합력은 두 용액 모두 비조사구에 비해 30% 이하로 나타났다. 전

보
(72)

의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HSP의 감마선 감수성과 감마선 조사된 새우 알러젠의 감마선 감

수성의 비교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새우 근육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는 IgE 결합

력이 선량에 의존하며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IgE-specific 알러젠이 두 용

액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자 IgE는 근섬유 단백질인 

tropomyosin
(217)

뿐 만 아니라 수용성인 새우의 다른 알러젠도 인식하 다
(93)

. 이 결과로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새우 근육에 존재하는 다른 알러젠의 구조도 변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한편, 이 결과는 새우를 이용한 스넥, 라면류 등의 가공식품에도 알러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새우 알러지의 적절한 저감화없이 제조된 식품에서 알러지가 유발된다는 의학계의 

보고를 뒷받침한다. 새우 알러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선량이 요구된다. Thayer
(65)

는 10 kGy 정도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식품내 주요 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은 양학적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또한 Yook의 보고
(222)

에서 

쇠고기를 대상으로 감마선 조사의 향에 대한 연구에서 양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한, 최근의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자문위원회의 연구보고서는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의 건전성 평가 결과 70 kGy 이하의 선량에서 조사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양학적

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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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Binding ability of patients' IgE to shrimp sarcoplasmic protein soution (SSPS) 

and shrimp myofibrillar protein solution (SMPS) prepared from irradiated shrimp.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BT and B0 indicate binding 

ability of irradiated shrimp and that of non-irradiated shrimp, respectively. 



- 335 -

   mAb 4.9.5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새우로부터 추출한 SSPS와 SMPS에 존재하는 HSP와

의 반응성을 비교한 결과(Figure 3-29), SSPS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SMPS에서는 mAb 4.9.5와의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항원-항체의 반응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mouse의 특이 B 세포가 인식하는 HSP의 

epitope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새우를 검지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으로서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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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Binding ability of mouse IgG (monoclonal mAb 4.9.5) to shrimp myofibrillar 

protein solution (SMPS) prepared from irradiated shrimp.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BT and B0 indicate binding ability of irradiated shrimp and 

that of non-irradiated shrim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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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0. Binding abilities of mouse IgG (monoclonal mAb 4.9.5) and patients' IgE to 

protein solution from irradiated and cooked shrimp.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BT and B0 indicate binding ability of irradiated shrimp and that 

of non-irradiated shrim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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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한 새우에 대한 항체의 반응

   감마선 조사후 가열처리하여 준비한 B-ICSP에 대한 환자 IgE와 mAb 4.9.5의 항체 반응성

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었다(Figure 3-30). 새우 알러지는 원인 알러젠인 

tropomyosin이 열에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가열 후에도 알러지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가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감마선 조사 후 가열처리한 새우의 알러지성이 감소된다는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HSP를 포함한 알러젠의 구조가 변화하고 가열처리에 의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열처리한 새우의 항원성 및 알러지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기 위

해서는 10 kGy 이상의 선량이 요구된다.

   ③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한 새우에 대한 항체의 반응

   B-ICSP와 같이 C-CISP에 대한 IgE와 mAb 4.9.5 항체의 반응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되었으나, 결합력의 감소는 B-ICSP의 경우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났다(Figure 

3-31). 이 결과는 새우 단백질 특히, HSP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열처리하 을 때 알러젠의 

구조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가 단백질 등의 식품구성성분에 미치는 효과

는 직접적인 효과와 방사선 조사시 수분이 이온화하여 생성된 활성 유리기에 의해 구성성분이 

향을 받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식품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대부분 간접적인 향에 의한 

것이다
(223)

.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구성성분에 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224)

. 본 

실험에서 가열처리한 새우의 수분함량은 50% 정도로 생새우의 수분함량(75 ∼ 80%) 보다 낮

아 삶은 새우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항원의 변화를 더 적게 유도한 것은 수분함량이 낮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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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Binding abilities of mouse IgG (monoclonal mAb 4.9.5) and patients' IgE to 

protein solution from cooked and irradiated shrimp.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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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Results of SDS-PAGE (5 ∼ 15% gradient acrylamide) of shrimp sarcoplasmic 

protein soution (SSPS) and shrimp myofibrillar protein solution (SMPS) prepared from 

irradiated shrimp. M and numerals indicate molecular weight standard and the irradiation 

doses (kGy), respectively. 

   ④ 전기 동

   감마선 조사된 새우로부터 추출한 SSPS와 SMPS의 전기 동 pattern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Figure 3-32). 이 결과는 새우 자체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새우 단백질의 3차원

적 구조변화를 일으킬 뿐, 구성 단백질의 파괴나 절단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다른 연구 보고들
(67),(222),(224)

과 같은 것으로 적정선량에서의 감마선 조사가 구성성분의 큰 변화없이 항체가 인식하는 단

백질의 표면 항원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새우 알러지 억제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사용은 새우의 가공방법과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사선 조사선량과 가공 처리에 의해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본 연구의 결과와 

기타 연구자료
(129)

를 기초로 하여 10 kGy 이상의 고선량에서 새우 알러지 억제효과와 동물 임상시험 

및 이 선량에서 조사된 새우의 독성학적, 양학적 동물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3) 동물 임상 시험 및 human challenge test를 통한 알러지 저감화 시험

   (가) 동물임상시험을 통한 감마선 조사된 항원의 알러지성 감소 효과 확인

   ① OVA 특이 IgE 생성량 측정 

   OVA를 사용하여 과민반응을 유도한 시험동물을 사용하여 PBS, intact OVA, 감마선 조사된 

OVA를 각각 1주일 간격으로 투여하여 감작시킨 후 감작 기간 동안 꼬리 정맥에서 매주 채취

한 혈액에서 ELISA를 이용하여 OVA에 특이적으로 생산된 IgE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 감마선 

조사된 OVA 처리구에서는 OVA 특이 IgE의 생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intact OVA를 처리한 

시험군에서는 높은 IgE 생성을 나타냈다(Figure 3-33).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항원이 더 이

상 면역원으로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gE 생성을 유도하는 어떠한 알러지성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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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마선 조사된 알러젠이 알러지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알러

지 발생 예방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자료를 이용하면 새로운 면역학적 응용연구에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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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Titration test of IgE from mouse sensitized with gamma-irradiated egg 

ovalbumin. Control, non-sensitized mouse IgE; Intact, IgE from mouse sensitized with 

non-irradiated ovalbumin; Irradiated, IgE from mouse sensitized with 10 kGy irradiated 

ovalbumin

Table 3-36. Clinical Features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on Egg White

Pt Sex

Age
Total 

IgE

Specific 

IgE(kU/L)
Skin Prick Test (A/H)

Feeding Symptom

(month) (IU/mL) EW EY EW EY OVA-n OVA-r

1 M 24 165 13.8 nd 2 1.7 2.10 0 BF U

2 M 6 689 100< 53.5 2 1 2.82 0.57 BF E

3 M 9 262 29.9 6.8 1.5 nd 2.33 0.66 CM U, A

4 F 9 418 77.8 3.48 2.69 1.07 1.07 0 BF E

5 F 13 85 14.7 0.83 1.50 0.83 1 0.66 BF E

6 F 12 369 3.13 0.8 0.75 0 0.62 0 BF. CM U

7 M 3 13 1.65 0.3 3 0 1.37 0 CM E

8 F 24 10 1.17 0.3 1.16 0.66 1 0 CM U

9 M 24 823 65.6 nd 1.1 0.66 1.37 0 BF, CM E

10 F 12 1046 74.1 10.9 0.56 0 0.84 0 CM U

total       13.6±7.76   388±358.23   38.1±37.3   1.62±0.79  1.45±0.72  0.18±0.30

EW: egg white, EY: egg yolk, OVA-n: native-ovalbumin, OVA-r: irradiated-ovalbumin, BF: breast 
milk feeding, CM: cow's milk feeding, U: urticaria, E: eczema, A: anaphylaxis, nd: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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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자 임상 평가를 통한 감마선 조사된  Ovalbumin의 알러지 항원성 감소에 관한 

연구

   ① 대상 

   대상환자 10명 중 남아와 여아는 각각 5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12.7±10.38개월이었고 이들

의 임상상은 Table 3-36과 같다. 전체 대상환아의 총 IgE는 10-1046 IU/mL로 다양하 으며, 

난백항원에 대한 특이 IgE는 평균 67.5±28.7 kU/L 다.
Po

si
tiv

e 
ra

te
 o

f a
lle

rg
y 

sk
in

 te
st

(%
)

0

20

40

60

80

100

120

EW E Y O VA -n O VA -r

Figure 3-34. Positive rates of allergy skin test to egg antigens in 10 egg allergic children. 

Tested antigens : EW; crude extract of egg white (Torii), EY; egg york (Torii), OVA-n; 

native form of ovalbumin, and OVA-r (irradiated  ov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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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5. Comparision of skin responses to native form of ovalbumin (OVA-n) and 

irradiated ovalbumin (OVA-r) in 10 egg allergic children. Skin test reactivities scored by 

the ratios of wheal size by antigens vs. histamin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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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부단자시험 

   환자군 10명 모두(100%) 난백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에 양성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주요 난백항원인 native-OVA에 대한 피부단자시험에서도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나

irradiated-OVA의 경우 단자시험 양성률은 30%로 감소하 다(Figure 3-34). 난황에 대한 단자

시험에 양성을 보인 환아는 6명(60%)이었고 이들 6명 모두는 혈청 검사상 난황특이 IgE가 양

성인 임상병력과 일치하 다. 또한, A/H ratio가 native-OVA에 비해 irradiated-OVA에서 유

의하게 감소하 다(p=0.001)(Figure 3-35). 한편, 대조군의 경우는 피부단자시험 결과 4명 모두

에서 음성반응을 나타냈다.

   ③ ELISA 및 ELISA inhibition test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의 pooled sera로 native-OVA 및 irradiated-OVA로 ELISA 

시험을 실시한 결과 native-OVA의 경우 OD=1.93±0.09로 양성이었다. irradiated-OVA의 경우 

OD=0.82±0.04로 native-OVA에 비해 OD값이 낮았다. 대조군의 경우 환자군에 비해 현저히 낮

았으며 native-OVA(OD=0.40±0.05)와 irradiated-OVA(OD=0.31±0.02)의 흡광도의 차이가 없었

다(Figure 3-36). 환자들의 pooled sera로 ELISA 억제 시험을 시행한 결과 native-OVA를 억

제제로 사용한 결과 0.01 μg/mL으로도 21.2%가 억제되었으며 농도를 높임에 따라 억제 정도

도 증가하여 100 μg/mL의 고농도에서는 98.1%가 억제되었다. Irradiated-OVA를 억제제로 사

용한 경우에도 0.01 μg에서 22.6%가 억제되었고 100 μg의 고농도에서 83.4%가 억제되었다. 

IgE 결합능을 비교한 결과, native-OVA의 경우 50% 억제농도가 0.1 μg/mL이었고, 

irradiated-OVA의 경우 8 μg/mL로 감마선 조사처리 후 OVA의 IgE 결합능이 1/80로 감소하

다(Figure 3-37). 한편, 대조단백인 β-lactoglobulin을 억제제로 사용한 경우 거의 억제되지 

않았으며 농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0.01 μg/mL에서 11%, 100 μg/mL에서 12.2%만 

억제되었다).

Sp
ec

ifi
c 

Ig
E 

by
 E

LI
SA

 (O
.D

.)

0.0

0.5

1.0

1.5

2.0

2.5
EW allegic patinet
Negative control

*

**

* p < 0.05 vs. ** by t-test

OVA-n OVA-r

Figure 3-36. Comparison of serum specific IgE antibody levels to native form of 

ovalbumin(OVA-n) and irradiated ovalbumin(OVA-r) in 10 egg allergic children and 4 

non-allergic controls. IgE antibodies were measure using sandwich ELISA, and  the 

relative concentrations were represented by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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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7. Comparison of degree of inhibition of ovalbumin specific IgE ELISA with 

inhibitors; native form of ovalbumin(OVA-n), irradiated ovalbumin(OVA-r) and buckwheat 

extract. Serial concentrations of inhibitors and pooled sere obtained from 10 egg allergic 

children were used.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치료는 피부관리와 함께 원인이 되는 모든 식

품 및 식품 가공물의 섭취를 약 1-3년간 식이에서 완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특히 3세 이하 

유아에서는 원인식품의 제한식이만으로도 약 1/3에서 아토피피부염의 호전을 보인다
(81)

.  그러

나, 실제 원인 식품의 완벽한 제한은 매우 어려워 부적절한 제거식으로 인해 결과에 혼동을 가

져오거나 자칫 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장발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그 

외, 연장아에서 제한식이와 함께 항히스타민제나 sodium cromoglycate등을 포함한 약물치료를 

할 수 있으나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고 최근 유전공학기술에 의해 변형된 항원을 이용한 면역

요법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11)

.  최근에는 몇몇 흔한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저감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효소처리, 화학처리, 그리고 열처리와 방사선 처리

를 포함한 물리적 처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효소처리에 의한 저감화 식품의 대표

적인 예로 우유와 쌀을 들 수 있다
(117),(118)

.  우유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지 않는 단백

질의 분자량은 1.6 kDa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열처리 및 단백분해효소를 이용한 알

레르기 저감화 우유 및 유제품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가수분해로 인해 맛이 쓰

고 osmolarity가 높으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과 함께 formula내에 잔여항원이 남아있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17)

.  Ikezawa 등
(118)

은 쌀을 효소로 전처리한 경우 쌀의 주 단백성분

이 45% 감소하며 이러한 저알레르기 쌀(HRS-1)을 쌀알레르기 환자에게 섭취시킨 결과 임상

증상 및 혈청검사소견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고 하 다.  이러한 효소처리는 그 처리 방법이 

간단하고 화학물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단백질의 알레르기성을 감소시키는데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한편, 달걀의 경우 주요 알레르겐인 OM에 대한 열처리 및 효소처리로 알레르

기성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Matsuda 등
(225)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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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레르기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pepsin 처리한 OM과 native-OM 모두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PCA) test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난백 단백질은 효소분해에 의한 

항원성 감소가 어렵다고 보고하 다. Urisu 등
(120)

의 연구에서도 열처리 단독이나 냉동 조사시

킨 난백보다 열처리와 함께 OM을 제거시킨 난백에서 알레르기성이 더 감소하 다고 한다.  

따라서, 단백분해 효소의 이용은 우유 알레르기 억제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식품군에 대한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26)

.  

   한편 방사선 물질이 19세기 말에 발견된 이후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기술의 적용은 세계 

제 2차 대전동안에 식품의 장기 보관과 분유 및 채소류의 저장 안정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최

근 20여 년 전부터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면서 적절한 흡수선량에 

조사된 식품은 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65)

.  최근, 식품알레

르기를 흔히 일으키는 주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식품알레르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71,72)

. 방사선에 의한 식품 내 단백질의 구조변화는 방

사선에 의한 직․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69)

. 특히 10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

는 간접적인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하며, 조사에 의해 생성된 산화력이 매우 큰 활성화된 유리

작용기 및 과산화물 등(˙OH,˙O, H2O2 등)이 단백질의 3, 4차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disulfied 

bond와 같은 분자간 결합을 파괴하여 단백질의 구조변성을 일으키게 되며 단백질은 붕괴되어 

더 작은 분자량대의 polypeptide 등으로 분해되거나, 분자간 응집(aggregation)으로 인하여 더 

큰 분자량의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된다
(214,227)

. 감마선 조사한 우유 단백에 대한 우유알레르기 환

자의 IgE 항체 결합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5 kGy의 감마선조사로 주요 우유단백 항원인 α

-lactalbumin과 β-lactoglobulin에 대한 결합능이 50% 정도 감소하 고, 10 kGy의 감마선을 조

사한 결과 혈청내 특이 IgE와의 결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Lee 등
(60)

의 연구

에서 난백의 주요 알레르겐인 OVA에 3, 5, 그리고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특이 IgE

의 결합능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저자

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기술개발팀에서 제공한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OVA를 제공받아 감마선 조사처리로 인해 OVA의 알레르기성이 감소하는지를 피부단자시험과 

ELISA 억제시험을 통해 연구하 다. 피부단자시험은 음성예측치가 95%로 매우 높아 검사결과

가 음성인 경우 원인 항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난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대

상환자 10명 모두에서 난백에 대한 피부 단자시험이 양성이었으며 난황에 대해서는 60%에서

만 양성으로 판독되어 다른 연구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난백이 난황보다 알레르기성이 더 강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ative-OVA에도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환아 모두에서 강한 양성반

응을 보여 OVA가 난백의 주요 알레르겐이라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75,116,228)

.  

Irradiated-OVA로 피부단자시험을 한 결과 70%가 음성을 나타냈고 양성으로 판독된 나머지 

30%에서도 native-OVA에 비해 A/H ratio가 감소되어 10 kGy의 감마선조사로 OVA의 알레르

기성이 현저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다(p = 0.001). 본 연구에서 IgE 결합능을 알아보기 위해 

ELISA 억제 시험을 시행한 결과 native-OVA를 억제제로 사용한 결과 0.01 μg/mL로도 21.2%가 

억제되었으며 농도를 높임에 따라 억제 정도도 증가하여 100 μg/mL의 고농도에서는 98.1%가 억

제되었다. Irradiated-OVA를 억제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0.01 μg/mL에서 22.6%가 억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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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0 μg/mL의 고농도에서 83.4%가 억제되었다. IgE 결합능을 비교한 결과, native-OVA의 

경우 50% 억제농도가 0.1 μg/mL, irradiated-OVA의 경우 8 μg/mL로 감마선 조사처리 후 

OVA의 항원성이 1/80로 감소되어 이 등
(12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OVA의 감마선 조사 처리는 난백 단백질의 항원성을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난백의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OVA에 대해서만 감마선 

조사처리한 연구결과이므로 감마선 조사처리 전 후의 결과가 반드시 실제 임상증상의 소실과 

관련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난백 알레르겐 중 pepsin등 소화효소

와 열처리에 내성이 있는 OM에 대한 감마선 조사처리 후의 실험실 및 임상검사가 추가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난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irradiated-OVA의 

항원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피부단자시험 및 ELISA inhibition 검사상 난백의 주요알레르겐인 

OVA는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IgE 결합능이 감소하 다.

  (4) 저알러지식품 개발 실증 연구  

   (가) 감마선 조사된 난백 함유 Cake의 품질 특성

   ① 감마선 조사에 의한 난백의 점도 및 가열 후 경도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난백의 점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열 후 경도는 오

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37). 감마선 조사된 난백의 점도가 감소하는 것은 난

백 단백질 중 OM의 변성에서, 특히 carbohydrate 부분의 부분적 파괴가 난백의 점도를 감소

시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carbohydrate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구조를 파괴

하고 소편화하여 전체적인 물성을 감소시킨다
(229)

. 그러나, 난백의 경우와 같이 단백질과 혼합

된 상태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경도의 증가는 아직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Cake의 경도 

   감마선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cake의 경도는 Table 3-38과 같다. Cake의 경도는 난백의 함

유량과 경도에 향을 미치는 설탕, butter와 shortening의 첨가량에 의존하며 차이를 나타내었

다. 

 

Table 3-37. Viscosity of gamma-irradiated egg white and hardness of irradiated and heated 

egg white 

Viscosity (cP) Hardness (g)

Control 4.2
a

74.5
c

10 kGy 1.6
b

115.7
b

20 kGy 1.1c 132.8a

a-cMeans (n = 5)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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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Determination of firmness on cakes containing gamma-irradiated egg white 

during storage at 20℃                                         

              (unit: g)

Sample
White layer cake Pound cake  Sponge cake 

0 day 5 day 0 day 5 day 0 day 5 day

Control 1,102.86a 1,487.77a 789.54a 1350.52a 367.74a 523.32b

10 kGy 1,425.09b 1,843.65b 771.43a 1140.63b 426.46b 486.46a

20 kGy 1,664.49c 1,998.80b 906.73b 1107.29b 470.92c 559.80c

a-c
Means (n = 11) of sensory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즉, White layer cake의 경우 난백만이 첨가되어 제조되는 특성으로 다른 cake보다 높은 경

도를 나타냈고, Pound cake과 Sponge cake의 순으로 경도가 감소하 다. 10 kGy와 20 kGy로 

감마선을 조사한 난백을 첨가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에서 경도가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저장 중 cake의 경화를 조사하기 위해 저장 5일 째 시료의 경도를 측정하 을 때, 감마선 

조사 난백을 함유한 Pound cake와 Sponge cake의 경도 증가는 비조사 난백을 함유한 시료보

다 오히려 적게 증가하 다. 감마선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시료의 경화가 지연되는 결과는 저

장성 측면에서 비조사 난백을 함유한 시료보다 cake의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

다
(230)

. 그러나, White layer cake에서는 모든 처리구의 경도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white layer cake의 경우 감마선 조사된 난백이 저장 중 경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마선 조사 후 가열처리한 난백의 경도가 더 큰 것은 조사 난백을 함유한 cake의 경도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Table 3-38).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cake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조사 후 변성된 구성단백질과 carbohydrate에 의한 상호

작용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관능적 품질 

   감마선 조사된 난백으로 함유한 cake의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3-39와 같다. White layer 

cake의 경우 20 kGy의 난백을 함유하 을 때, 향기와 조직감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전체적인 

기호도 또한 낮게 평가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ound cake에서는 감마

선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cake의 관능적 품질이 대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고, 단지 조직감 

평가에서 처리구가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다. Sponge cake는 향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감마선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처리구들이 대조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마선 조사된 

난백이 cake의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향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흡수선량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조사처리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수는 없

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조사된 난백은 단백질의 분해로 인해 방사선 불쾌취(off-odor)가 발

생하게 된다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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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Sensory characteristic of cakes prepared with gamma-irradiated egg white

Samples

Sensory parameters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White cake

Control 4.9 4.8b 4.7 4.6a 4.9

10 kGy 5.1 4.5a 4.6 4.9b 4.9

20 kGy 5.0 4.6 4.5 4.5a 4.8

Pound cake

Control 5.1b 5.1b 5.1b 4.9a 5.3b

10 kGy 4.9 4.5a 5.0b 4.8a 4.4a

20 kGy 4.7a 4.5a 4.7a 5.1b 4.5a

Sponge cake

Control 4.4a 4.9b 4.4 4.8a 4.7

10 kGy 5.2c 4.6a 4.5 5.1b 4.8

20 kGy 4.9b 4.6a 4.5 4.9 4.9

a-c
Means (n = 11) of sensory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ure 3-38. Cakes and cookie containing gamma-irradiated egg white.

이 때 불쾌취는 황을 함유한 peptide 분해산물이 휘발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의 발생은 흡수선량에 의존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69),(232)

. 평가에 참여한 관

능요원들은 방사선 불쾌취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불쾌취를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아 조사

에 의한 불쾌취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계란 

알러지가 감소된 제빵 제조시 관능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향료의 첨가가 고

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나) 감마선 조사된 난백 함유 제빵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계란 알러지 저감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연구의 일환으로 10과 20 kGy로 감마

선이 조사된 난백을 함유한 Cake 3종(White cake, Sponge cake, Pound cake)을 제조한 후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하여 조사된 난백 원료와 빵에 대한 유전자 복귀돌연변

이 시험(Ames test)을 실시하 다(Table 3-40, 3-41). 시료를 메탄올 가용분과 물 가용분으로 

준비하 고, 시험농도는 최대포화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고, 공비를 2로한 5단계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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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대사활성을 시키지 않은 처리구와 S-9 mix 첨가로 대사활성화를 시킨 처리구로 나누

어 평가하 다. 실험조건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양성대조를 사용하 다. 시험 결과 각 

시료에 의한 집락수 증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도 없어 음성으로 판정하 다. 이 결과로 볼 때, 계란 알러지 저감화를 

위해 10, 20 kGy로 조사한 난백과 그 난백을 함유한 Cake에서 각 시료가 직접변이원이나 간

접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알러지 억제를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성 평가에서 그 안전성과 

건전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 다. 

Table 3-40. Revertant colonies in the Ames test with water-soluble of white layer cake 

containing 10 kGy gamma-irradiated egg white

 

Test 

Material
Irradiation S9 Mix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TA98 TA100

H2O
- 40±2 130±19

+ 53±6 131±17

- - 5000 30±9 160±13

- - 2500 32±1 147±6

- - 1250 31±9 135±7

- - 625 34±1 132±9

- - 313 35±5 123±11

- + 5000 41±2 153±18

- + 2500 38±2 155±8

- + 1250 40±6 160±5

- + 625 34±4 147±10

- + 313 40±4 125±16

+ - 5000 40±11 171±11

+ - 2500 38±0 164±13

+ - 1250 31±3 169±9

+ - 625 34±1 171±10

+ - 313 32±6 159±20

+ + 5000 58±2 173±5

+ + 2500 43±3 175±3

+ + 1250 32±6 163±13

+ + 625 41±4 149±2

+ + 313 45±1 139±6

P o s i t i v e 

control

-  389±45
a

 772±94
b

+ 798±25
c

 1408±82
c

Positive control agents: 
a
4-Nitroquinoline-1-oxide(0.5 ㎍/plate), 

b
Sodium azide(0.5 ㎍/plate), 

c
2-Aminoanthracene(0.4 ㎍/plate).



- 347 -

Table 3-41. Revertant colonies in the Ames test with methanol-soluble of white layer cake 

containing 10 kGy gamma-irradiated egg white

Test 

Material
Irradiation S9 Mix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TA98 TA100

H2O
- 40±2 130±19

+ 53±6 131±17

- - 5000 32±6 162±15

- - 2500 27±2 150±16

- - 1250 35±1 145±12

- - 625 36±4 134±20

- - 313 34±0 140±9

- + 5000 41±13 164±11

- + 2500 41±2 158±11

- + 1250 49±3 161±13

- + 625 46±4 155±15

- + 313 44±1 148±3

+ - 5000 30±6 171±3

+ - 2500 33±1 172±10

+ - 1250 30±2 166±14

+ - 625 29±9 144±13

+ - 313 30±6 142±14

+ + 5000 58±2 174±8

+ + 2500 43±3 169±9

+ + 1250 42±6 170±4

+ + 625 41±4 165±4

+ + 313 45±1 148±6

P o s i t i v e 

control

-  389±45
a

 772±94
b

+ 798±25
c

 1408±82
c

Positive control agents: 
a
4-Nitroquinoline-1-oxide(0.5 ㎍/plate), 

b
Sodium azide(0.5 ㎍/plate), 

c2-Aminoanthracene(0.4 ㎍/plate)

 다. 방사선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1) Vitamin E 함유 대두유의 첨가가 방사선 조사된 돈육 유화물 및 돈육 소시지의 지

방산화와 휘발성 물질 생성에 미치는 향

   (가) 지방산 조성, 지방함량 및 Vitamin E 함량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를 고기유화물에 첨가하 을 경우 등지방 첨가시보다 높은 linol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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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42). 돈지(lard)와 대두유의 oleic acid 함량은 각각 약 44%와 

24%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등지방을 첨가하여 제조된 고기유화물의 oleic acid 함량은 보고된 

기준 함량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나 대두유 첨가 고기유화물은 32.46%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42). Linoleic acid 함량도 돈지와 대두유첨가 고기유화물이 각각 10%와 

54%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다. 이는 고기유화물 제조시 어느 정도의 포화반응이 가능하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돈지첨가 고기유화물의 지방함량은 11.5%로 대두유 첨가 고기유화물의 지방

함량 12.8%보다 낮은 함량을 보 는데 이는 등지방에 수분 및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

다. 실험에 사용된 대두유의 α- 및 γ-tocopherol 함량은 각각 99.8 ppm과 691.1 ppm이었다. Jo

와 Ahn
(171)

은 flaxeed oil을 첨가하여 제조된 소시지의 γ-tocopherol의 함량이 돈지나 옥수수유

를 첨가한 소시지의 약 100∼200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이와 비슷하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대두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기유화물의 α- 및 γ-tocopherol 함량이 등지방을 

첨가하여 제조된 고기유화물이 가열후에는 각각 35배와 200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기유

화물을 케이싱에 충진하여 모델 소시지를 제조하 을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43). 방사선 조사는 지방산 함량의 변화에 향을 주지 않았으나, frozen grass 

prawns를 10 kGy로 방사선 조사하 을 경우 다가의 불포화지방산이 지방의 산화에 의해 25∼

32%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Table 3-42. Major fatty acids (%) of raw pork batter prepared with pork backfat or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vitamin E

Fat source
Irradiation dose 

(kGy)
C14:0 C16:0 C16:1 C18:0 C18:1 C18:2

Backfat

0 0.08 22.32a 0.29 25.06a 46.51a 5.74b

2.5 0.12 23.77a 0.32 25.96a 44.71a 5.22b

4.5 0.03 22.81a 0.32 24.54a 47.01a 5.29b

Soybean oil

0 0.01 13.79b 0.17 8.85b 30.45b 46.73a

2.5 - 13.77b 0.20 8.28b 32.90b 44.85a

4.5 - 13.74b 0.20 7.97b 34.05b 44.04a

SEM 0.033 0.564 0.051 0.366 1.154 0.779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6.

1SEM: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Table 3-43. Composition of major fatty acids (%) in cooked pork sausages prepared with 

pork backfat or commercial soybean oil

Fat used C14:0 C16:0 C16:1 C18:0 C18:1 C18:2

Backfat 0.07 22.96a 0.31 25.16a 47.07a 5.42b

Soybean oil 0.01 13.76b 0.19 8.36b 32.46b 45.26a

SEM
1

0.033 0.564 0.090 0.366 1.154 0.779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8.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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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9. TBARS values (mg malondialdehyde/kg meat) of irradiated raw pork batter.  

A; prepared with backfat and aerobically packaged, B;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aerobically packaged, C; prepared from backfat and 

vacuum-packaged, D;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vacuum-packaged. 
a,b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storag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nd 
x-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대두유를 첨가하여 제조된 소시지의 α- 및 γ-tocopherol 함량은 각각 35.08과 42.72 ㎍/g fat

이었으며 등지방 첨가 소시지의 1.09 및 0.22 ㎍/g fat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다. 그러므

로 첨가된 비타민 E는 소시지 제조과정 후에도 계속 잔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지방산패도 

   함기포장한 고기유화물에 방사선을 4.5 kGy로 조사하 을 때 지방산패도가 사용된 지방에 

상관없이 저장 후 7일째 증가하 다(Figure 3-39). 방사선 조사유래 산화반응은 선량에 비례

하고 특히 산소의 존재는 산화반응에 큰 향을 미친다. 함기포장한 고기유화물의 지방산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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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일간의 저장기간동안 증가하 다. 통계분석 결과 고기유화물 함기포장구의 지방산패도는 

지방의 종류에 향을 받았다(p<0.05). 이론적으로 대두유가 첨가된 고기유화물이 높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 때문에 지방산패가 빨리 일어나야 하겠지만 3일과 7일차에서 등지방 첨가 고기유

화물보다 낮은 TBARS값을 가지고 있다.Galvin 등
(233)

은 비타민 E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경우 근육의 지방 및 콜레스테롤 산화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으며, Jo와 Ahn
(171)

도 flaxseed 

oil이 높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함유하고 있지만 비타민 E가 첨가되면 낮은 TBARS값을 저

장기간동안 유지한다고 보고하 다. 진공포장의 경우 방사선 조사한 등지방 첨가 고기유화물의 

TBARS값이저장 초기에만 증가하 고(Figure 3-39), 다른 처리(irradiation x fat sources)들은 

변화가 없었다. 진공포장구도 저장기간이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산소가 없

이는 고기유화물의 지방산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함기 및 진공포장되어 저장기간동안 지방산패도를 관찰한 소시지의 측정값은 Table 3-44에 

나타나 있다. 함기포장구 중  등지방 첨가 소시지는 4.5 kGy로 방사선 조사하 을 때 높은 

TBARS값을 나타내었고 7일간 저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의 

향은 등지방 첨가구에서 3일과 7일차에서 보이지 않았다. 대두유를 첨가한 소시지도 저장 중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함을 보 다. 그러나 저장 중 TBARS값의 증가율은 등지방 첨가 소

시지가 대두유 첨가 소시지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Meynier 등
(234)

은 대두유나 

rapeseed oil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칠면조의 근육에 우지를 급여한 근육보다 높은 인지질 

함량을 보 다고 밝혔으며, 본 실험의 경우 첨가된 대두유에 함유된 비타민 E가 함기포장구에

서 지방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 음을 나타낸다. 

   진공포장한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나 저장기간 동안 TBARS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Table 

3-45). 4.5 kGy로 방사선 조사한 소시지는 그 지방의 종류에 상관없이 방사선 비조사구 또는 

2.5 kGy 조사구에 비해 높은 TBARS값을 저장 초기에 가졌으나 3일과 7일째 실험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Table 3-44. TBARS (mg malondialdehyde/kg meat) of aerobically-packaged and irradiated 

cooked pork sausages prepared with backfat or commercial soybean oil 

Storage

(day)

Backfat Soybean oil

0 kGy 2.5 kGy 4.5 kGy SEM 0 kGy 2.5 kGy 4.5 kGy SEM

0 1.3bz 1.5by 2.0az 0.09 1.1bz 1.0by 1.5ay 0.03

3 4.7y 5.0x 4.9y 0.18 2.8by 3.2ax 3.1ax 0.12

7 6.1x 6.0x 6.3x 0.25 4.2x 4.0x 4.3x 0.30

SEM 0.25 0.29 0.30 0.21 0.24 0.25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with the same fat sourc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x-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ith the same fat sour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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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TBARS (mg malondialdehyde/kg meat) of vacuum-packaged and irradiated 

cooked pork sausages prepared with backfat or commercial soybean oil 

Storage

(day)

Backfat Soybean oil

0 kGy 2.5 kGy 4.5 kGy SEM 0 kGy 2.5 kGy 4.5 kGy SEM

0 1.0 1.1    1.1 0.05 0.9b 0.8b 1.2a 0.07

3 1.2 1.0 1.2 0.06 1.0 1.1 1.0 0.03

7 1.2 1.1 1.1 0.04 0.9 0.9 1.0 0.04

SEM 0.04 0.03 0.04 0.03 0.03 0.04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with the same fat sourc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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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0. Amount of volatile compounds with short retention time (<1.80) from raw 

pork batter prepared with pork backfat or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vitamin E. A; 

prepared with backfat and aerobically packaged, B;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aerobically packaged, C; prepared from backfat and 

vacuum-packaged, D;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vacuum-packaged.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storag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x-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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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1. Amount of total volatile compounds from raw pork batter prepared with pork 

backfat or soybean oil containing vitamin E. A; prepared with backfat and aerobically 

packaged, B;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aerobically 

packaged, C; prepared from backfat and vacuum-packaged, D; prepared with commercial 

vitamin E added soybean oil and vacuum-packaged.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storag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x-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다) 휘발성 물질 분석 

   Retention time이 1.8분 이하에서 검출되는 총휘발성물질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선량과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ure 3-40). 사용된 현재의 방법으로는 3∼8 

가지 이 시간대에 나오는 물질들을 분리할 수는 없었다. 함기포장구에서 대두유를 첨가한 고기

유화물은 초기에는 등지방 첨가구보다 적은 양의 휘발성물질이 생성되었다. 대두유 자체에 존

재하는 많은 양의 비타민 E가 대두유 첨가 고기유화물이 높은 불포화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서도 지방산화가 억제되어 적은 양의 휘발성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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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 Production of volatiles (pA x sec) in aerobically-packaged and irradiated pork 

sausage with different fat sources at Day 0

Volatile compounds
Backfat Soybean oil1

0 kGy 2.5 kGy 4.5 kGy SEM2 0 kGy 2.5 kGy 4.5 kGy SEM2

Up to 1.80 46.0b 103.7a 107.2a 30.2 37.3c 67.1b 96.2a 2.4

Propanal 0b 8.7a 8.2a 0.5 0b 1.4b 4.7a 0.8

2-Methyl-propanal 8.7 9.9 9.9 0.5 10.3 11.0 12.2 0.5

Butanal 1.3a 0b 0b 0.3 0 0 0 -

t-Butanol 100.1 78.6 45.9 18.5 43.0 41.7 43.0 0.7

2-Methyl-butanal 22.3b 47.7a 43.6ab 5.4 22.6 33.6 41.7 5.6

Isopropa-nol 5.5b 8.5a 8.4a 0.5 6.8 7.9 8.7 0.6

Pentanal 1.3b 10.5a 10.6a 1.4 2.7b 7.4a 11.1a 2.4

3-Penta-

none
26.2b 63.9a 67.2a 7.8 40.4 58.4 69.5 9.8

sec-Butanol 8.9b 30.9a 33.2a 2.8 16.9 25.2 31.1 4.1

1-Dodecanone 10.4b 25.2a 31.2a 3.3 20.5b 27.6ab 33.4a 4.7

n-Hexanal 0b 51.8a 50.2a 2.8 16.7b 20.3b 28.7a 3.3

1-Butanol 4.6ab 4.2b 5.5a 0.3 3.0b 6.2a 6.2a 0.9

3-Hexanol 0 0 0 - 1.7 0 0 0.7

1-Pentanol 0b 6.2a 5.7a 0.2 9.7a 4.8b 5.1b 1.6

Total 384.1b 731.0a 744.5a 5.4 345.0c 594.7b 735.3a 101.0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1
Soybean oil: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99.8 g/g and 691.1 g/g of - and -tocopherol, 
respectively.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방사선 조사는 retention time이 1.8분 이하의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휘발성 물질들이 

검출되게 하 고 이는 지방의 종류와는 상관없었다. Jo 등
(154)

은 방사선 조사된 소시지에서 많은 

함량의 휘발성 물질이 비교적 초기에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비극성의 작은 

hydrocarbon류로 방사선 조사 특유의 불쾌취 생성에 크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방사선 조사한 등지방 첨가 고기유화

물은 0일차에서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이 증가하나 저장 3일차에는 방사선 조사 처리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두유 첨가구의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은 0 및 2.5 kGy 조사시 증가

함을 보 으나 4.5 kGy 조사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는 대두유 첨가 진공

포장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0일차에서 등지방 첨가구보다 낮은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시 3일과 7일 저장시 보이지 않았다(Figure 3-41). 진공

포장구는 4.5 kGy 방사선 조사구에서 저장기간동안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등지방 첨가구보다 대두유 첨가 고기유화물의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이 적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TBARS값과 일치되지는 않은 결과를 보 다.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지

방산패도에서는 진공포장구가 함기포장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TBARS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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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상의 이유 중 하나는 시료 시험관 내의 산소의 존재가 분석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지방

산화를 일으켜 생기는 결과로 보여진다. 

   Ahn 등
(235)

은 헬륨가스를 시료 시험관에 주입하거나 헬륨가스와 산소제거제(oxygen 

absorber)를 함께 쓰는 경우 이러한 잔류 산소에 의한 변화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검

출된 휘발성 물질에는 2-methylpropanal, 2-methylbutanal 및 penatal이 총휘발성물질의 함량

과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 isopropanal, pentanal, sec-butanol 및 1-dodecanone 또한 검출된 

휘발성 물질이었다. 이러한 고기유화물로 제조된 소시지의 휘발성 물질 또한 retention time이 

1.8분 이하에서 방사선 조사구에 많이 생성되었다(Table 3-46). 2-methylpropanal, butanal, 

t-butanol, 1-butanol 및 3-hexanol을 제외하고는 함기포장구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함

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많은 휘발성 물질을 생성하

으며, 특히 초기 발생 물질은 방사선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함기포장된 

대두유 첨가 소시지는 조사구에서 비조사구에 비해 높은 propanal, pentanal, 1-dodecanone, 

n-hexanal 및 1-butanol을 조사직후 생성하 다.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 다. 

Table 3-47. Production of volatiles (pA x sec) in vacuum-packaged and irradiated pork 

sausage with different fat sources at Day 0

Volatile compounds
Backfat Soybean oil

1

0 kGy 2.5 kGy 4.5 kGy SEM
2

0 kGy 2.5 kGy 4.5 kGy SEM
2

Up to 1.80 30.8b 54.0a 57.9a 2.4 28.3c 54.6 78.8a 1.8

Propanal 0b 2.9a 0b 0.6 3.4 0 0 2.0

2-Methylpropanal 11.7b 15.4a 14.5a 0.5 10.0 13.4 14.1 2.0

Butanal 0 0 0 - 0 0 0 -

t-Butanol 127.7a 107.7b 86.4c 4.4 75.8a 73.1a 67.5b 1.2

2-Methyl-butanal 45.5 48.3 48.3 8.1 41.4 33.6 46.0 4.8

Isopropanol 1.6 3.1 1.5 1.6 7.2 6.8 7.9 0.4

Pentanal 7.6 7.4 9.4 4.1 9.1 7.5 12.2 2.5

3-Penta-

none
60.8 59.9 66.0 8.1 68.3 57.9 75.8 7.5

sec-Butanol 25.9 26.6 28.3 4.0 27.6 24.0 31.3 3.2

1-Dodecanone 21.9 20.5 24.2 3.6 29.9 27.2 34.9 3.6

n-Hexanal 18.9b 31.4a 24.2ab 3.1 7.7 7.4 7.6 0.4

1-Butanol 10.7a 5.1b 5.2b 1.0 5.0b 6.9a 6.7a 0.5

3-Hexanol 0 0 0 - 0.8 0 0 0.3

1-Pentanol 4.1b 5.4a 4.6ab 0.3 4.0 3.9 3.9 0.1

Total 634.4 631.9 654.1 69.0 617.2 591.9 746.7 58.9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1
Soybean oil: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99.8 g/g and 691.1 g/g of - and -tocopherol, 
respectively.
2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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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포장의 경우 1.8분 이하의 시간에서 생성되는 물질들과 n-hexanal 및 1-pentanol이 방

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나 반면 t-butanol과 1-butanol은 감소함을 보인다. 그러나 총 휘발성

물질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향받지 않았다.  

   7일간의 저장 후 등지방 첨가 소시지는 방사선 조사시 2-methylpropanal, 3-pentanone, 

sec-butanol, 1-dodecanone 및 1-butanol의 함량을 증가시켰다(Table 3-48). 그러나 t-butanol, 

isopropanol, 1-butanol 및 1-pentanol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오히려 감소함을 보 다. 

총휘발성물질의 함량 또한 지방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함기포장구에서는 휘발성 물

질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 다. Hexanal은 linoleic acid의 자동산화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물질은 식물유의 산패도를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6)

. Ahn 등
(130)

은 hexanal과 propanal이 TBARS값과 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 다 (각각의 r
2
 = 

0.71과 0.70). 그러나 본 실험에서 소시지의 hexanal 발생은 진공포장에 의해 억제되었고 높은 

비타민 E 함량은 7일간의 저장기간 동안 등지방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hexanal 발생

량을 나타내었다.

Table 3-48. Production of volatiles (pA x sec) in aerobically-packaged and irradiated pork 

sausage with different fat sources at Day 7

Volatile compounds
Backfat Soybean oil1

0 kGy 2.5 kGy 4.5 kGy SEM2 0 kGy 2.5 kGy 4.5 kGy SEM2

Up to 1.80 134.4 172.0 165.8 9.7 113.6 128.5 134.5 9.1

Propanal 10.3b 18.3a 21.2a 2.0 4.2 17.9 10.7 1.6

2-Methyl-propanal 11.6b 34.5a 28.8a 3.7 17.4b 23.9ab 26.8a 1.7

Butanal 2.5 3.6 2.9 0.6 4.3 4.1 3.9 0.2

t-Butanol 123.8a 80.1b 65.6b 11.0 45.4 56.8 49.2 6.2

2-Methyl-butanal 22.3 23.4 31.6 1.9 31.1 32.7 32.6 1.7

Isopropanol 14.1a 5.4b 5.9b 0.9 9.9a 5.7b 6.1b 0.5

Pentanal 6.5 5.2 8.6 1.1 9.4 9.4 9.7 0.5

3-Penta-

none
35.8b 39.9b 51.0a 2.8 59.1 58.2 58.2 3.1

sec-Butanol 23.7c 31.4b 39.7a 1.7 31.9 36.0 31.4 1.7

1-Dodeca-none 18.0 18.6ab 23.9a 1.4 29.1 28.6 30.4 1.5

n-Hexanal 144.2 137.9 155.0 12.0 205.6a 204.8a 127.4b 18.0

1-Butanol 6.9a 5.2b 6.5a 0.2 7.1 6.9 6.8 0.3

3-Hexanol 26.3ab 35.6a 25.0b 1.0 18.2a 14.0b 11.9b 0.9

1-Pentanol 20.0a 12.4b 13.5b 0.8 19.8a 15.4b 11.6c 0.8

Total 833.3 840.4 906.4 37.5 936.9 958.5 875.8 30.5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1
Soybean oil: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99.8 g/g and 691.1 g/g of - and -tocopherol, 
respectively.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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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9. Production of volatiles (pA x sec) in vacuum-packaged and irradiated pork 

sausage with different fat sources at Day 7

Volatile compounds
Backfat Soybean oil1

0 kGy 2.5 kGy 4.5 kGy SEM2 0 kGy 2.5 kGy 4.5 kGy SEM2

Up to 1.80 56.7c 78.7b 140.0a 4.3 58.5b 86.9a 86.0a 3.4

Propanal 2.9ab 1.9b 6.1a 0.9 0 0 0 -

2-Methyl-propanal 15.4b 15.5b 18.1a 0.4 15.2b 16.7a 17.3a 0.3

Butanal 2.7b 2.3c 4.2a 0.1 3.8 3.8 3.7 0.2

t-Butanol 134.5 129.5 125.4 32.0 77.8a 73.6ab 68.3b 1.9

2-Methyl-butanal 58.0 53.7 55.6 3.6 53.2 54.2 51.6 2.0

Isopropa-nol 7.2 5.9 7.8 2.0 7.4 7.5 7.3 0.2

Pentanal 20.0a 16.9ab 14.5b 1.4 16.3 16.2 16.0 0.6

3-Penta-

none
91.0a 82.0ab 72.8b 3.7 88.7 87.0 88.8 3.2

sec-Buta-nol 39.1a 34.0ab 20.2b 1.8 31.9 31.1 32.3 1.2

1-Dodeca-none 40.9a 36.4ab 21.1b 2.0 39.8 37.6 42.3 1.5

n-Hexanal 35.3a 23.3b 26.3b 2.0 9.4 7.7 8.6 0.6

1-Butanol 12.9a 7.3ab 6.1b 1.5 5.1 5.2 4.9 0.3

3-Hexanol 51.9 50.0 50.8 2.6 46.5 43.6 37.1 2.6

1-Pentanol 5.1 4.4 4.7 0.2 3.9 3.6 3.6 0.1

Total 1123.3 937.5 841.2 49.9 875.0 885.9 904.3 26.6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 = 12.
1
Soybean oil: Commercial soybean oil containing 99.8 g/g and 691.1 g/g of - and -tocopherol, 
respectively.
2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2)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가 소시지의 품질특성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

   (가) 미생물 검사 및 pH 

   유화형 소시지에 키토산 올리고머를 첨가하 을 때 시료의 미생물 수준에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볼 수 없었다(Table 3-50). 이는 키토산 올리고머(m.w. = 1000 또는 5000)의 경우 소시지의 

저장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151)

. 그러나 Darmadji와 Izumimoto 
(144)

는 식육 내 Staphylococci, Coliform, Gram-negative bacteria, Micrococci 및 Pseudomonas를 

30℃에서 48 hr 또는 4℃에서 10일간 저장할 경우 키토산이 존재하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

다고 보고하 다. 이는 키토산 분자가 세포막이나 세포벽 성분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세포막이나 세포벽의 투과력이 강해지고 조직의 세포물질이 세포에서 분리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키토산에 의한 보수력이나 키토산에 의한 효소의 활성 억제에 의한 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키토산 올리고머가 첨가되지 않은 소시지의 pH는 함기포장시 저장 초기(0 wk)에서 저장 2

주차가 되는 동안 서서히 감소함을 보 으나 진공포장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장 3주차에서 

pH가 증가함을 보 다(Table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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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0. Microbial population changes (CFU/g)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n different packaging during storage at 4℃

Micro-

organism
Treatment Packaging

Storage period (day)

0 7 14 21

Total

aerobic

bacteria

Control
Aerobic 4.1 x 10

3
5.6 x 10

5
1.7 x 10

7
6.2 x 10

8

Vacuum 1.6 x 103 6.1 x 105 6.5 x 106 4.1 x 107

CO1 Aerobic 6.8 x 10
3

8.0 x 10
5

2.1 x 10
7

7.1 x 10
8

Vacuum 3.0 x 10
3

1.3 x 10
5

2.0 x 10
7

1.6 x 10
8

Coliform

bacteria

Control
Aerobic NG2 NG 3.5 x 102 4.8 x 103

Vacuum NG NG 1.7 x 10
2

3.2 x 10
3

CO
1 Aerobic NG NG 5.7 x 10

2
 6.2 x 10

3
  

Vacuum NG NG 8.7 x 101 2.3 x 103 

Enterobac-

teriaceae

Control
Aerobic NG NG 4.1 x 10

3
3.6 x 10

4

Vacuum NG NG 3.3 x 10
3

2.6 x 10
4

CO
1 Aerobic NG NG 7.9 x 102 4.6 x 103

Vacuum NG NG 2.5 x 10
2

1.5 x 10
3

1
CO :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2
NG : No growth on plates.

Table 3-51. The pH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n different 

packaging during storage at 4℃

Packaging Treatment
Storage period (week)

SEM
4

0 1 2 3

Aerobic

Control 6.44a 6.46aby 6.39b 6.41ab 0.011

CO
3

6.47a 6.52ax 6.42b 6.42c 0.013

SEM5 0.014 0.011 0.011 0.010

Vacuum

Control 6.47by 6.49by 6.41by 6.53ax 0.012

CO 6.59x 6.53x 6.51x 6.41y 0.055

SEM5 0.010 0.007 0.0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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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
CO :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4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5
 (n = 4).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 쓰인 키토산 올리고머의 평균 pH는 7.2로 소시지의 최종 pH에 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비조사 처리 소시지의 pH는 저장기간동안 모두 감소하 다

(Table 3-52). 그러나 T1과 T2가 T3와 T4보다는 pH의 감소율이 더욱 빨랐다. 키토산과 아질

산나트륨이 모두 첨가되지 않은 구(T1)의 경우 pH가 가장 빨리 감소함을 보여 3주 후 최종 

pH는 5.93을 보 다. 감마선 비조사 소시지의 pH 감소는 T4 > T3 > T2 > T1의 순으로 나

타났다. 5 kGy로 감마선 조사된 소시지의 pH는 저장기간동안 변함이 없었으나 T4에서 가장 

높은 pH가를 나타내었다. 감마선 비조사된 T1과 T2에서 빠른 pH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처리구에서는 pH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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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Changes in pH of gamma-irradiated and vacuum-packaged sausage during 

storage at 4℃

Irradiation 

dose (kGy)
Treatment

1 Storage (week)
SEM

2

0 1 2 3

0 

T1 6.39bz 6.43ay 6.08cy 5.93dz 0.008

T2 6.43ayz 6.29bz 6.29bz 5.99cy 0.012

T3 6.47by 6.49bx 6.41bx 6.53aw 0.012

T4 6.59x 6.54w 6.51w 6.41x 0.055

SEM
3

0.010 0.007 0.008 0.007

5.0

T1 6.42b 6.49ayz 6.36cz 6.38cz 0.008

T2 6.59 6.47z 6.47x 6.47y 0.056

T3 6.47 6.51y 6.41y 6.41y 0.056

T4 6.50c 6.58ax 6.50cx 6.50cx 0.008

SEM3 0.056 0.007 0.009 0.009

a-d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z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with same irradiation dose differ significantly 

(P<0.05).1Treatment: T1, No addition of both chitosan oligomer and NaNO2; T2, chitosan oligomer 

(0.2%) added but no NaNO2; T3, No chitosan oligomer but NaNO2 (156 ppm) added; T4, both 

chitosan oliogmer (0.2%) and NaNO2 (156 ppm) added. 2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3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Table 3-53. Absorbance of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s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n different packaging during storage at 4℃ 

Packaging Treatment
Storage period (week)

SEM
4

0 1 2 3

Aerobic

Control 0.09b 0.09b 0.11ab 0.14ax 0.008

CO
3

0.10 0.08 0.11 0.09y 0.011

SEM5 0.011 0.007 0.013 0.007

Vacuum

Control 0.12 0.12 0.12 0.10 0.008

CO 0.11 0.12 0.12 0.11 0.007

SEM5 0.007 0.015 0.012 0.005

a,b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y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 :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4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5(n = 4).

이러한 pH의 감소현상은 미생물 분포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산생성 세균의 증가가 저장기간

동안의 pH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여진다. 이는 감마선에 의한 미생물의 제어가 가열조리된 소

시지의 pH를 유지시켜 저장성을 개선시킴을 보여준다. 

   (나) 지방산패도 

   키토산을 첨가 또는 무첨가하여 제조한 소시지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무첨가군의 경우 호기

적인 조건에서 0주나 1주차보다 저장 3주차에서 높은 TBARS값을 나타내었다(Table 3-53).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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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키토산 올리고머를 첨가한 소시지의 경우 같은 저장기간에서 TBARS값이 증가되지 않았

다. 이는 키토산 올리고머가 소시지의 저장 중 지방산화를 억제시킨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Darmadji와 Izumimoto
(144)

는 0.2, 0.5 및 1%의 키토산을 식육에 첨가한 경우 초기에는 TBA값

이 10, 25, 40%가 각각 감소하 고 4℃로 3일간 저장한 후에는 1% 키토산의 첨가가 70% 이상

의 TBA값 감소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 다. 진공포장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TBARS값의 변

화를 보지 못하 고 이는  Jo와 Ahn
(171)

이 산소의 존재가 지방산화에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진공포장이 냉장 가열소시지의 지방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시켰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다) 육색의 변화 

   키토산을 첨가 또는 무첨가한 소시지의 명도(Hunter color L*-value)는 함기포장구에서는 

저장기간동안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키토산 올리고머 첨가구의 경우 대조구보다 높은 

명도값을 보 다(Table 3-54, 3-55). 반면 진공포장구의 경우 소시지의 명도는 키토산 첨가에 

상관없이 저장기간동안 유지되었다. 키토산의 첨가는 일반적으로 포장방법에는 상관없이 명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토산 올리고머가 소시지 단면의 색상에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감마선 조사하지 않은 T4 시험구가 가장 높은 명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명도값은 T1에

서 조사선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증가하 다(Table 3-56). Jo 등
(155)

은 전자선을 2.5와 4.5 

kGy로 조사하 을 경우에 명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진공포장구에서 8일 저장 후 명도가 감소

한다고 보고하 다. 

   소시지의 적색도는 두가지 포장방법 모두 대조구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키토산 올

리고머 첨가구는 초기에 낮은 적색도를 나타내었다가 저장기간동안 증가하여 3주 후에는 대조

구와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Table 3-54, 3-55). Darmadji와 Izumimoto
(144)

 또한 키토산 첨가 

소시지의 적색도에 관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Youn 등
(151)

은 키토산 첨가 소시지가 

높은 적색도를 보 다고 보고하 다. 특히 분자량이 120,000의 키토산은 분자량이 1,000, 5,000, 

및 30,000의 키토산보다 낮은 적색도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저장 1주와 2주에서 함기포장할 

경우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가 적색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키토산 올리고머와 아질산나트륨 조합의 첨가 및 무첨가 실험에서는 T4의 적색도가 T1, 

T2의 적색도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56). Darmaji와 Izumimoto는 신선육으로 

제조한 패티의 적색도가 키토산을 첨가함으로 증가하 다고 보고
(144)

하 으나, 키토산 올리고머

를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T1보다 감마선 조사하지 않은 T2가 더 낮은 적색도를 보 다. 키토

산 올리고머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시지(T2)의 경우 비조사구에서는 낮은 적색도를 보 으나 

감마선을 10과 20 kGy로 조사한 경우 T1보다 월등히 높은 적색도값을 가지게 되었다.

   황색도의 경우 키토산 올리고머를 첨가한 진공포장된 소시지가 일반적으로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으며, 함기포장된 소시지가 진공포장보다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다(p<0.05). Youn 등
(151)

은 키토산을 0.5% 첨가한 소시지가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키토산의 천연색상이 

소시지 제조 후 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 다.

   T4 처리구의 황색도는 T1이나 T2보다 낮은 값을 가졌다. 이는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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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비조사구의 황색도를 증가시키는 결과이며, 감마선을 10 또는 20 kGy로 조사할 경우에

는 황색도를 감소시켰다. Nanke
(237)

는 진공포장된 돈육과 칠면조육의 황색도는 전자선 조사선

량에 따라 증가하나 7.5 kGy 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고하 다.

   C값과 h°값의 변화 또한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T2가 높은 C값을, T1이 상대적

으로 높은 h°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54. Color difference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n aerobic 

packaging during storage at 4℃

Treatment
Storage period (week)

SEM
4

0 1 2 3

L-value

Control 70.10 69.93y 70.00y 70.40y 0.201

CO3 70.60c 70.85bcx 71.69ax 71.29abx 0.181

SEM
5

0.207 0.217 0.213 0.103

a-value

Control 9.43 9.75x 9.48x 9.67 0.103

CO3 9.05c 9.44by 9.40by 9.89a 0.104

SEM
5

0.138 0.086 0.075 0.103

b-value

Control 11.90 12.33y 11.93y 12.26y 0.207

CO3 12.07c 13.01abx 12.70bx 13.35ax 0.183

SEM
5

0.190 0.208 0.175 0.206
a-c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y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with same Hunter color value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 :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4
SEM: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8), 

5
(n = 4).

Table 3-55. Color difference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n vacuum 

packaging during storage at 4℃
1

Parameters Treatment
Storage period (week)

SEM
4

0 1 2 3

L-value

Control 70.00 69.77y 70.11 69.85y 0.166

CO3 70.37 70.40x 70.60 70.76x 0.196

SEM
5

0.203 0.199 0.200 0.104

a-value

Control 9.42 9.44 9.67 9.80 0.169

CO3 9.21c 9.86ab 9.71b 10.00a 0.077

SEM
5

0.074 0.215 0.088 0.095

b-value

Control 11.78d 11.92aby 11.88aby 12.57a 0.199

CO3 11.94b 12.82ax 12.48ax 12.91a 0.153

SEM
5

0.141 0.201 0.158 0.204

1
Footnotes are same as the Table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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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6.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 of vacuum-packaged sausage 3-hour after 

gamma irradiation

Parameters Treatment
1 Irradiation dose (kGy)

SEM
2

0 5 10 20

L-value

T1 69.58cy 70.03b 70.33bx 70.78ax 0.150

T2 69.34y 70.34 69.70y 70.32y 0.296

T4 70.37abx 70.16b 70.48abx 70.98ax 0.190

SEM
3

0.250 0.304 0.160 0.123

a-value

T1 6.39ay 5.49cz 6.47az 5.88bz 0.074

T2 5.97cz 5.83cy 8.50ay 8.00by 0.120

T4 9.21ax 7.77dx 8.90bx 8.31cx 0.905

SEM
3

0.135 0.092 0.055 0.088

b-value

T1 13.46y 13.72x 13.72x 13.30x 0.205

T2 14.98ax 13.69bx 12.39cy 12.62cy 0.200

T4 11.94bcz 11.70cy 12.81ay 12.42aby 0.188

SEM3 0.173 0.306 0.139 0.115

C-value

T1 14.89y 14.78 15.17y 14.54y 0.198

T2 16.14ax 14.88b 15.03by 14.95bx 0.201

T4 15.08ay 14.05b 15.60ax 14.95ax 0.197

SEM
3

0.195 0.305 0.123 0.111

H°-value

T1 64.59cy 68.14ax 64.71cx 66.13bx 0.345

T2 68.30ax 66.87by 55.53dy 57.63cy 0.443

T4 52.35cz 56.38az 55.19by 56.16az 0.257

SEM
3

0.368 0.375 0.322 0.360

a-c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z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with same storage differ significantly (p<0.05). 

1
Treatment: T1, No addition of both 

chitosan oligomer and NaNO2; T2, chitosan oligomer (0.2%) added but no NaNO2; T4, both 
chitosan oliogmer (0.2%) and NaNO2 (156 ppm) added.

   (라) 기계적 조직감 및 관능검사 

   기계적 조직감 검사결과 키토산 올리고머의 첨가는 대조구와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57).

   진공포장한 소시지를 이용한 관능검사에서 키토산 올리고머를 첨가한 소시지의 경우 모든 

관능검사 항목에서 약간 낮은 점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3-58). 그러므로 유화형 소시지에 키토산 올리고머를 첨가할 경우 풍미, 조직감 및 종합적 기

호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 첨가구(T3와 T4)의 소시지 단면 색도가 관능검사요원의 검사 결과  감마선 

처리와는 상관없이 무첨가구(T1과 T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Table 3-59). T3와 

T4는 풍미와 조직감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아질산 나트륨이 소시지 제조시 

대체하기 어려운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T3 소시지에서는 감마선 

조사의 효과가 색, 풍미, 조직감 등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감마선 조사구가 낮은 관능점수를 얻

었다. 관능검사요원의 설명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된 소시지에서 특유의 방사선 조사취를 감지

할 수 있으며 이는 탄 고기 또는 탄 플라스틱 냄새라고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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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7. Texture profile analysis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mmediately after processing

Packaging Treatment

Texture parameter

Hardness
Adhesive-

ness

Spring-

ness

Cohesive-

ness
Gumminess Chewiness

Aerobic
Control 272 -0.67 1.0 1.0 261 270

CO1 298 -0.65 1.0 1.0 283 271

SEM
2

10.4 0.190 0.04 0.01 10.7 16.9

Vacuum
Control 262 -0.87 1.0 1.0 255 247

CO 264 -0.95 1.0 0.9 241 231

SEM 12.7 0.151 0.01 0.03 15.4 15.2

1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2
SEM : Pooled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6).

Table 3-58. Sensory scores of pork sausage prepared with chitosan oligomer immediately 

after processing

Treatment
Sensory parameter

Color Flavor Texture Overall acceptance

Control 4.38 3.90 3.95 4.48

CO
2

4.14 3.71 3.95 4.14

SEM 0.173 0.189 0.154 0.137

1Sausage was reheated to 70℃ and served to the panels. Same panels were conducted 3 different 
times (n = 45). Sensory scores were evaluated with a 5-point scale: 1, very poor; 2, poor; 3, 
common; 4, good; 5, very good.
2CO : Chitosan oligomer (0.2%) added in the product.

Table 3-59. Sensory scores of vacuum-packaged sausage 3-hours after gamma irradiation
1

Sensory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Treatment
2

SEM
T1 T2 T3 T4

Color

0 2.7b 2.7b 4.4ax 4.1a 0.72

5 2.7b 2.8b 3.4ay 3.7a 0.19

SEM4 0.17 0.17 0.22 0.16

Flavor

0 2.9b 3.0b 3.9ax 3.7ax 0.22

5 2.5ab 2.4ab 2.1bx 3.1ay 0.22

SEM4 0.25 0.21 0.21 0.22

Texture

0 3.1b 2.9b 4.0ax 4.0a 0.18

5 2.6b 2.9b 2.9by 3.5a 0.19

SEM4 0.19 0.22 0.16 0.16

Overall 

acceptance

0 2.9bx 2.9bx 4.5ax 4.1ax 0.16

5 2.0bx 2.3bx 2.5by 3.5ay 0.19

SEM4 0.17 0.18 0.18 0.16

a,b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x,y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nd same sensory parameter differ significantly (P<0.05).
1
Sausage was reheated to 70℃ and served to the 15-trained panel members. Sensory score was 
evaluated with a 5-point scale: 1, very poor; 2, poor; 3, common; 4, good; 5, very good. Same 
panels were conducted 3 different times.
1
Treatment: T1, No addition of both chitosan oligomer and NaNO2; T2, chitosan oligomer (0.2%) 
added but no NaNO2; T3, No chitosan oligomer but NaNO2 (156 ppm) added; T4, both chitosan 
oliogmer (0.2%) and NaNO2 (156 ppm)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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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h 등
(237)

도 신선한 닭 가슴육과 다리육을 2와 3 kGy로 감마선 조사할 경우 특유의 조사취

가 가열 후에도 남아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Ahn 등
(186)

은 관능검사요원이 특유의 조사취를 

감지한다고 하여도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바비큐 된 옥수수 같은 냄새를 포함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식육에서의 불쾌취 생성과 키토산 올리고머 첨가시의 관능에 

관한 연구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라. 방사선 이용 기능성 올리고머 생산기술개발

  (1) 물성학적 특성 변화

   (가) 점도 변화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키토산 용액의 점도감소비율은 Figure 3-42와 같다. 점도감소속도

가 10 kGy까지는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이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감소되었다

(Figure 3-42). 10 kGy, 50 kGy, 200 kGy로 조사 을 때 키토산 용액(20 cp)의 점도감소비율

은 99.8, 99.9, 99.9% 다. 100 cp 키토산이 20 cp 키토산보다 점도감소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경향은 비슷했다. 감마선조사는 키토산 다당류의 1-4 glycosidic bonds를 절단시켜 고분자의 

분자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키토산 용액의 점도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알긴산 용액의 점도는 Figure 3-43과 같다. 알긴산 용액의 점도는 

83cP 으나 감마선 조사된 알긴산 용액의 점도는 10 kGy에서 2.75, 200 kGy에서 1.3 cp로 감

소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알긴산 용액의 점도는 10 kGy에서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그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Agar, chitosan, carrageenan같은 다당류 용액을 조사 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감마선 조사시 marcromolecule의 절단에 의해 다당류의 점도가 감소되는 것으

로 보인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알긴산의 1-4 glycosidic bond의 절단은 고분자의 분자량을 감

소시켜 알긴산 용액의 점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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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 Reduction rate of viscosity in chitosan (20 and 100 cp) by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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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3. Viscosity changes of gamma irradiated alg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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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5. Molecular weight changes of gamma irradiated alg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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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자량 변화 

   다당류의 분해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에 의해 분자량이 분석되었다. Figure 3-44는 0, 30, 50, 100, 200 kGy의 

선량에서 조사된 키토산의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보여준다. 조사선량을 증가시킴

에 따라 retention time이 증가하 고 이것은 키토산의 사슬 절단에 의한 depolymerization을 

의미한다. GPC의 결과로 볼 때, 30 kGy정도만 조사를 해도 분자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100 kGy이상에서는 분자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감마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알긴산 분자량의 변화는 Figure 3-45와 같다. 알긴산의 분자

량은 300,000이었지만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긴산의 분자량은 15,000으로 감소되었

고 200 kGy가 가장 효과적인 조사선량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분자 올리고당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질적 이용 관점에서 100 

kGy 조사선량은 키토산 및 알긴산 분해를 위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마선 조사 시 

glycosidic bond의 절단에 의해 알긴산이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 산소나 수분이 다당류의 분해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당류용액이 대기 중에서 조사되었다. Nagasawa 등
(157)

은 수

용액의 조사가 고체상태에서 조사보다 분자량 감소에 있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다. 

이것은 용액에서 알긴산 사슬의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 사슬의 재조합이 저해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free radical은 알긴산 분자의 사슬 절단을 촉진시켰다. Zegota 등
(238)

은 산소가 다

당류의 분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주 carbohydrate radical에 산소를 첨

가하여 생성된 peroxyl radical은 산화적 분해를 시작하여, 사슬을 분해시켰다.

   (다) 색변화 

   Figure 3-46에서 보듯이 키토산 용액의 색깔은 조사선량이 증가하 을 때 진한 갈색으로 

변화하 다. 100 kGy이상으로 조사된 키토산 용액은 갈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았

다. 초기 키토산과 감마선 조사된 키토산의 색도 차가 계산되어 delta값으로 Figure 3-47에 나

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키토산의 delta L과 a값은 Figure 3-47과 같다.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delta L과 a값이 증가하 고 20 cp 키토산의 L과 a값이 100 cp보다 높

았다. 그러므로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점도가 낮을수록 갈변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48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알긴산 용액의 색깔 변화를 볼 수 있다. 알긴산 용액

의 색은 조사선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좀더 짙은 갈색으로 변하 다. 감마선 조사된 알긴산의 

색깔 변화는 조사된 키토산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색깔 변화가 0에서 100 kGy까지

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200 kGy이상 조사 시 급격하게 갈변화되었다.

   Figure 3-49에서 보듯이 조사된 샘플의 delta L 값은 100 kGy까지는 상당히 낮았지만 200 

kGy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알긴산 용액의 심한 갈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조

사선량은 100 kGy인 것으로 보인다. Nagasawa 등
(157)

은 조사된 알긴산의 갈변 현상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주 사슬이 절단된 후에 이중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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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6. Color changes of gamma irradiated chiot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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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7. Delta L and a value changes of gamma irradaited chitosan solution.

 

   (라) 수용성 키토산의 양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수용성 및 불용성 키토산의 수율은 Figure 3-50과 같다.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성 키토산의 수율은 증가한 반면 불용성 키토산의 수율은 감소하 다. 

수용성 키토산의 수율은 20 kGy와 40 kGy사이에 급격히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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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8. Color changes of gamma irradiated alginate.

0

2

4

6

8

10

12

14

0 10 30 50 100 200 300 400 500

Irradiation dose(kGy)

△
 L

Figure 3-49. Delta L value changes of gamma irradaited alginate.

   (마) 중합도 2-6의 키토산 올리고머의 정량적 분석 

   키토산 올리고머류 생산에 키토산 올리고머의 검출 및 정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HPLC를 사

용하여 키토산 올리고머를 분석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키토산 분해로 생성된 키토산 올리

고머의 전형적인 HPLC 패턴은 Figure 3-51과 같다. 화합물 B, C, D, E, F는 표준 D- 

glucosamine의 di-, tri-, tetra-, penta-, hexasaccharide의 위치에서 피크가 각각 나타났다. 그

리하여 이들은 (GlcN)2, (GlcN)3, (GlcN)4, (GlcN)5, (GlcN)6 임을 알 수 있다. 올리고당의 성분

은 주로 2당, 3당, 4당이었으며 5당과 6당은 소량 검출되었다. 조사선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1

당, 2당, 3당의 양이 증가되었다. 

   수율은 각 올리고당의 피크면적에 의해 계산되었다. 100 kGy로 조사된 100 cp 키토산 용액

의 경우 5당과 6당은 수율이 높지 않았지만 2당, 3당, 4당은 상대적으로 수율이 높았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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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PLC의 결과를 통해 (GlcN)2부터 (GlcN)6 까지의 D-glucosamine 올리고당이 키토산의 감

마선 분해에 의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조사 방법은 다양한 생리적

인 기능을 가지는 키토올리고당의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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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0. Yield changes of water soluble and insoluble 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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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알긴산의 분해속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알긴산의 분자량 감소를 kinetic model에 적용하여 파괴속도를 예측한 

결과는 Figure 3-52과 같다. 0에서 200 kGy까지의 조사선량과 알긴산 분자량과의 상관계수

(R
2
)는  낮았기 때문에 0에서 30, 50에서 200 kGy의 두 구간을 나누어 구간에 따른 알긴산 분

해속도를 예측하 다. 두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모두 상관계수(R
2
)값이 0.9이상이었다. 분해속

도 상수(K)는 알긴산 분해에 효과적인 조사선량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360 분이내

의 조사와 600분 이후의 조사에서 파괴 속도상수 (K)는 각각  0.0051, 0.0005 min
-1

다.

   두 구간의 파괴 속도값(K)에서 보듯이 30 kGy 이하의 선량 즉, 360분 이내의 조사는 알긴

산 파괴에 비교적 큰 향을 보 지만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분자량 감소 효과가  상당히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알긴산은 저 선량에서 급격히 파괴되고 선량이 증가할수록 파괴

속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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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2. First order plot of destruction of alginate molecule by gamma irradiation(a, 0 

- 360 min; b, 600 - 240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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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3. Number of chain breakage by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사) 조사된 알긴산의 사슬 분해수 

   조사선량에 따른 알긴산 분자당 사슬 분해 수는 Fiure 3-53과 같다. 사슬분해 수는 200 

kGy까지 급격히 증가되었고 그 후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알긴산의 사슬분해를 위한 최적

의 조사선량은 200 kGy 다. 이러한 알긴산의 분해는 glycosidic bond의 절단에 의해 사슬이 

분해되었기 때문린 것으로 보인다.

   (아) 13C NMR spectra에 의한 조사된 알긴산의 구조분석 

   Spectra에서 피크는 참고문헌에 따라 해석되었다. 서열구조와 단당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anomeric carbon과 C2-C5의 위치의 spectra가 해석되었다. anomeric region의 
13
C NMR 

spectra는 Figure 3-54와 같다. 100-102 ppm에 위치해 있는 피크는 C1 carbon의 mannuronic 

acid와 guluronic acid를 나타낸다. Anomeric region에 있는 네 개의 피크는 MG, GG, MM, 

GM으로 해석되었다. 알긴산의 NMR spectra에서 알긴산은 mannuronic acid가 풍부한 

heteropolymeric bloc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0 kGy에서 조사된 알긴산은 MM 

block이 풍부하고 200 kGy로 조사된 알긴산은 GG block이 풍부하 다. 알긴산은 원래 

heteropolymeric block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MM이나 GG같은 

homopolymeric block이 증가하 다. 알긴산의 항종양 활성은 MM block과 GG block의 조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 다. 따라서 homopolymeric block이 풍부한 조사된 알긴산은 항종

양 활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C-2,3,4,5의 spectra는 Figure 3-55와 같다. G-4와 M-4의 피크는 각각 80.8, 78.8에 보여진

다. C-4에서 알긴산과 조사된 알긴산의 M/G 비율은 Table 3-60과 같다. M/G 비율은 G-4와 

M-4의 피크 면적을 적분하여 계산되었다. 알긴산의 M/G비율은 1.88인 반면에 10, 200 kGy에

서 조사된 알긴산의 M/G비율은 각각 1.42, 0.79 다. 이 결과를 볼 때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M/G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은 mannuronic acid monomer가 

guluronic acid monomer보다 방사선과 같은 고 에너지에 의해 좀더 쉽게 부서지며 그 양이 감

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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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4. 
13
C NMR spectra in anomeric region.

Figure 3-55. C-2, 3, 4, 5에서 
13
C NMR spectra.

Table 3-60. M/G ration of alginate and irradiated alginate

Irradiation dose (kGy) M/G ratio (C-4)

0 1.88

10 1.42

200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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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출전략 허브/향신료의 검역 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시 

품질평가 및 검역 검지조건 설정

1. 서론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한 검역관리 인프라 구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나 식품업계에서는 위생

적 식품생산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이나 국가간 식량교역에 있

어서는 품질관리에 관련된 위생적 대체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물적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에 없던 새로운 해충이 교역 물자나 운반 수단, 

여행객, 애완동물 등과 함께 이동하게 되어 때때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특정 해충이 우연한 기회로 인해 일단 국내에 반입되면 환경조건이 장애가 되

지 않을 경우 농산물 재배나 자생식물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향을 일으킬 수가 있

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농수산업, 환경보호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검역에 대한 규정

을 엄격히 정하고 해충과 병원성미생물의 이동이나 침입에 따른 불리한 사태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1)
.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검역/위생관련 유기체들의 방제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훈증제

(methyl bromide/MeBr, phosphine/PH3 등), 열처리 등이 있으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 환

경공해, 품질에 미치는 향, 처리효과 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제

적으로 새로운 대체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5)

.  

   본 연구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food irradiation, 식품조사기술)이 국제기구

(FAO/IAEA/WHO)와 50여 개국에 의해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이 인정됨에 따라 새로운 살

균․살충기술로써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식품조사기술은 잔류성이 없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인정되면서 수출입 식품의 위생적 품질 보증과 검역처리로써의 활용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6-8)

 국제교역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마련하

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수출입 전략품목으로서 위생적 품질개선 또는 검역처리가 요구되는 

건어류, 인삼류 및 건고추를 모델시료로 하여 검역관련 해충의 동정과 살충효과시험, 훈증 및 

감마선 처리된 시료의 미생물학적/이화학적/관능적 품질안정성 비교 평가, 방사선 조사 여부의 

검지시험, 건어류(2종)의 예비교역시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시료들로부터 검역관련 해충과 살균이 요구되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

업적 조건의 훈증처리는 살충효과는 매우 우수하 으나 살균효과가 없었다. 이에 비해 감마선 

조사는 살균 및 살충효과를 동시에 나타내었으며, 특히 훈증처리된 시료에 비해 이화학적, 관

능적 및 상품적 품질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검역처리/품질보증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었던 건어류, 인산제품, 건고추 등은 열발광분석, 전자스핀

공명분석, hydrocarbon 및 2-alkylcyclobutanone 분석 방법에 의해 확인(identification)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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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 교역에 대비하여 인도 BARC와 실시한 감마선 조사된 국

산 건어류(2종)의 수출시험에서는 상품의 위생적 품질, 상품적 특성 등에서 적정선량의 방사

선 조사구가 대조구에 비해 우수하 으며, 인도에서 실시된 관능적 검사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과제는 농수산물의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방법의 효과적으로 대체방안으로서 기술적 타당상을 제시하

으며, 특히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검지방법의 병행 연구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

화 추진과 소비자 수용성 증진에 효과적인 기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시장개방화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교역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검역 및 품

질보증처리 방법의 대체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입 전략 모델 농수산물 대상

으로 훈증제와 감마선 처리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에 필요

한 기술적 인프라를 마련코자 하 다.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면역분석법의 적용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이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생화를 위해 화학 훈증제등의 처리

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된 이래로 많은 나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보존과 위생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9)
. 적정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의 건전성이 입증

됨에 따라
(10)

, 현재 국제적으로 식량교역시 본 기술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에 있다
(11)

. 한편, 새

우와 같은 해양 갑각류는 높은 양가와 독특한 풍미로 인해 기호성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으나, 신선도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12)

. 특히, Vibrio나 

Salmonella와 같은 식중독균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위생화 기술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13)

.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식품과 가공품의 위생화를 위해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보고하 는데
(14,15)

, 양적,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바람직한 방법으

로 대두됨에 따라 점차 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6,17)

. 그러나, 조사식품에 대한 소

비자의 선택과 국가간 교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된 식품에 대한 표식 및 처리 방법이 표

시되어야 한다. 이때,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정확히 분

석할 수 있는 검지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의 불신과 국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므

로 조사된 해양 갑각류의 판별을 위한 적절한 분석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18,19)

.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검지법 중, 새우 등의 갑각류에 대한 검지법으로는 Electron spin 

resonance, thermoluminescence analysis, 그리고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휘발성 

hydrocarbon의 분석을 위한 gas chromatography의 이용 등이 소개되어 연구되고 있지만, 분

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처리할 수 있는 시료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검역처리 절차

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분석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0).

   지금까지,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대상 식품내 구성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을 판별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21-24)

. 방사선에 의한 단백질의 변화는 방사선의 직․간접적인 향에 모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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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데, 식품가공에서 사용되는 10 kGy 이하의 흡수선량에서는 주로 간접적인 향을 받게

된다. 방사선에 의한 간접적인 향, 즉 물의 이온화 및 활성 유리기의 작용으로 인해 단백질

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변성 및 파괴로 단백질의 3, 4차 구조가 변하게 된다
(25)

. 이러한 

변화는 열변성과 같은 가공방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성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6)

. 

   최근, 단백질 항원에 대한 특이항체를 이용한 면역학적 분석법이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감마선 조사된 식품내 단백질의 항원성 및 구조변화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27-29)

. Byun 등
(30)

의 연구에서 새우의 알러지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험한 결과, 감마선 조사된 새우의 근섬유단백질인 tropomyosin(TPM)의 항원성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 결과에서 감마선 조사된 새우의 검지법으로 면역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발견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법으로서 면역분석법의 적용은 대상항원의 선

택이 매우 중요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성이 다른 가공처리에서의 변성과 다른 형태로 진

행되는 표적 단백질을 선별하여야 한다
(25,26)

. 

   본 보에서는 감마선 조사된 새우를 판별하기 위해 열처리에도 매우 안정한 새우의 근섬유 

단백질인 TPM을 표적항원으로 하여 감마선 조사와 기타 가공 처리와의 병용 처리된 새우의 

검지를 위한 분석법으로 면역분석법의 일종인 항원포획효소면역분석법(antigen capture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sandwich ELISA)의 이용을 평가하고 면역분석법을 새

우의 검지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한 검역관리 인프라 구축

   수출입 대상 모델 농수산물로서 건어류(3종), 인삼류(2종) 및 건고추를 선정하여 검역대상 

경계해충의 동정, 감마선의 감수성 및 치사효과 시험을 실시하 다. 아울러 처리 농수산물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안정성을 평가하여 방사선 검역처리 적정선량을 조사하 다. 

또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도 원자력연구소(BARC)와의 한국산 

건어류(2종)에 대한 예비교역시험과 수출입 관리에 필요한 대상 조사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확

인방법을 연구하여 적용 가능 조건을 설정하 다.

  (1) 수출입 전략 농수산물의 검역관련 해충 사멸효과 시험 

   (가) 시료 해충의 수집, 분류, 동정 및 사육  

   (나) 해충의 감수성 및 사멸 효과 비교 시험 

       

  (2) 검역처리 시료의 품질안정성 평가시험

   (가) 시료의 전처리 및 저장 조건 

   (나) 미생물학적 품질안정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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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화학적 품질안정성 시험 

   (라) 관능적 품질 평가 시험 

       

  (3) 방사선 조사 시료의 검지특성 시험 

   (가)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나) 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 

   (다) Hydrocarbon 분석 

   (라) 2-Alkylcyclobutanone 분석 

  (4) 방사선 조사 건어류의 예비교역 시험

  (5) 실험결과 분석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면역분석법의 적용

  (1) 시료, 단백질 항원, 항체의 준비 

   (가) 우육

   Myosin은 이전에 기술된 방법의 변형에 의해 post mortem bovine M.Semitendinosus으로 

부터 준비되었다
(29)

. Myosin의 농도는  0.6 M NaCl, 10 mM phospahte buffer (PB), pH 

7.0(high salt buffer, HSB)에 2 mg/mL로 맞추었다. 분리된 BSA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Chilled beef round, loin and tender loins는 시중에서 구

입하여 진공포장 후 조사하 다. 조사 후에, 모든 시료는 다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 조

사 직후; 2) 7일 동안 4℃에서 냉장 저장 기간 동안; 3) 2개월 간 -20℃에서 냉동 저장 동안 

저장과 유통 조건에서 myosin 과 BSA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3부분으로 나누었다.

   이전 연구에서 myosin과 anti-BSA IgG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MS-1에 대해 토끼에서 

생성된 Polyclonal antibody (anti-MS-1 IgG)는 이전에 기술된 방법에 의해 면역화된 두 토끼

로부터 얻어졌다
(26)

. 

   (나) 새우

   지역 수산시장으로부터 냉장 갈색 새우(Penaeuas aztecus)를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적 항원인 갈색 새우의 TPM은 Nagpal 등
(31)

과 Byun 등
(30)

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비하 다. 즉, 새우를 증류수에서 15분간 삶은 후 껍질과 머리를 제거하고 새우살 

100 g에 PBS 완충액(0.01 M phosphate buffer, 0.15 M NaCl, pH 7.2) 1,000 mL을 가하여 균

질하고 4℃에서 하룻밤 교반하 다. 원심분리(9,000×g, 30 min)하여 상등액을 분리한 후 여과

한 여액에 (NH4)2SO4를 30% 포화농도가 되게 첨가한 후 원심분리(5,830×g, 20 min)하고, 그 

상등액을 취하여 (NH4)2SO4를 60% 포화농도가 되게 첨가하고 다시 원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침전된 부분을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은 완충액으로 투석하 다. 투석된 용액을 0.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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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용액을 사용하여 pH 4.5로 보정하고 7,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isoelectric 

precipitation 방법으로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은 방법으로 

3회 isoelectric precipitation을 하 으며, 재침전된 침전물을 다시 PBS 완충액으로 녹인 후 같

은 용액에서 투석시켰다. 투석된 용액을 0.22 μm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bicinchoninic 

acid(BCA) protein assay ki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를 1.0 mg/mL로 보정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표준 항원으로 사용하 다
(32)

. 

   감마선 조사와 가열 또는 냉동 처리의 병용처리 조건에 따른 TPM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 실험구를 감마선 조사구, 가열 후 감마선 조사구, 감마선 조사 후 냉동처리구로 구분하 다. 

새우의 가열 처리는 100℃에서 30분간 삶은 후 냉각하고 진공 포장하여 감마선을 조사하 고, 

냉동 처리구는 감마선 조사된 시료를 -20℃에서 2개월간 냉동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조사 직후 또는 2개월 냉동된 시료로부터 Lee 등
(33)

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용액을 조제하

다. 즉,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제거한 새우 20 g을 각각 취한 후 0.6 M NaCl을 함유한 PB 

완충액(pH 7.0) 200 mL을 가하고 균질기(Diax 900, Heidolph, Germany)로 균질화 하 다. 균

질물을 4℃에서 2 h 동안 교반한 후 원심분리(9,000×g, 30 min)하여 상등액을 여과한 다음 그 

여액을 시료 용액으로 하여 용액내 TPM의 양을 Sandwich ELISA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Jeoung 등
(34)

의 연구에서 사용된 mouse 단클론항체(mAb 4.9.5, M-IgG)를 사용하 고, 

TPM에 대한 다클론항체(P-IgG)는 Lee 등
(26)

의 방법으로 토끼에서 생산된 항체를 사용하 다.

  (2)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1시간에 7.0 kGy 선량에서 운 되고 10 ± 0.5℃에서 100 kCi activity를 갖

는 cobalt-60 조사 시설에서 수행되었다. 적용된 조사량은 0, 3, 5, 7 kGy 다. 흡수 선량은 

free-radical and ceric/cerous dosimeters으로 측정되었다
(35)

. 조사 후, 육류는 사용할 때까지 

표기된 조건에서 저장되었다. 

  (3) Ci-ELISA의 확립 및 표준곡선 작성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는 0.2 

M bicarbonate buffer, pH 9.6에서 10 μg/mL로 4℃에서 하룻밤 동안 고정하 다. 이후의 모

든 반응실험은 37℃에서 수행되었다. Plate는 0.05%(v/v) Tween 20 가 포함된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PBST)로 3회 세척하 다. 비특이물질의 결합을 감

소시키기 위해, plate는 1%(w/v) gelatin이 포함된 0.01 M PBS 120 μL에 1.5 시간동안 

blocking시켰다. 1,000에서 0.2 μg/mL로 차례로 희석된 단백질 용액 50 μL을 코팅과 

blocking된 well에 넣은 후, HSB로 1:2,500 (0.4 μg/mL)로 희석된 IgG 용액을 50 μL을 첨가

하 다. Blank well은 1:2,500으로 희석된 normal IgG용액 50 μL과 blank로 0.01 M PBS 50 

μL를 넣어 정용(set up)하 다. Maximum binding (BMAX) wells은 1:2,500으로 희석된 IgG 

용액 50 μL과 표준 myosin 이나 시료 용액 대신 0.01 M PBS 50 μL를 넣었다. IgG와 표준 

myosin의 최종 희석은 각각 1:5,000 희석액(0.2 μg/mL)과 500에서 0.1 μg/mL 희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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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는 1.5 시간동안 incubation 한 후, PBST로 3회 세척하 다. Well에 secondary IgG로서 

1:20,000로 희석된 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Sigma 

Chemical Co.) 100 μL를 넣은 후, plate를 1.5 시간동안 incubation하 다. PBST로 3회 세척 

후, 0.1 M phosphate-citrate buffer, pH 5.0 에 0.04% hydrogen peroxide(v/v, 35% H2O2)가 

포함된 0.04% ο-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를 20 분간의 발색반응을 위해

서 넣은 후 2.0 M H2SO4(50 μL/well)로 반응을 멈추었다. 흡광도는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MI, USA)로 492 nm에서 측정되었다. anti BSA-IgG

에 대한 Ci-ELISA의 formation는 위와 같이 수행하 다. 위에 기술된 것처럼, myosin과 BSA

의 정량화를 위한 표준곡선은 같은 과정으로 얻었다.  

  (4) Sandwich ELISA를 이용한 TPM의 정량 

   시료 용액에 존재하는 TPM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Jeoung 등
(34)

의 방법을 약간 수정한 

sandwich ELISA를 실시하 는데, 이 방법은 각기 다른 항원결정기(epitope)를 가진 두 개의 

항체를 이용하여 항원을 포획하여 정량하는 방법이다. 즉, M-IgG를 basic coating buffer 

(0.1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0.01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100 μL를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 (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bovine serum albumin(BSA) 용액 120 μL를 

첨가하여 blocking시킨 다음, 시료 용액과 표준 TPM 용액을 각각의 well에 100 μL 첨가하고 

반응시켰다. 그 후 0.1 μg/mL로 희석한 P-IgG 용액 100 μL를 첨가하여 M-IgG와 결합한 

TPM과 반응시킨 다음, goat anti-rabbit IgG에 horseradish peroxidase(Sigma Chemical Co.)

를 공액결합한 2차 항체를 0.1 μg/mL의 희석 농도로 100 μL씩 well에 첨가하 다. 0.04% ο

-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 기질용액을 사용하여 발색을 유도하고 2.0 M 

H2SO4 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 후 492 nm로 고정한 ELISA Reader(CERES UV-900C, 

BIO-TEK Instruments Inc., NY. US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PM의 정량을 위한 표준곡선

을 작성하 고, 이 곡선에서 얻은 함수를 이용하여 각 시료 용액에 존재하는 TPM을 정량하

다. 각 단계별 반응 후 well을 0.05%(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PBST)으로 3회 세

척하 고 coating을 제외한 모든 반응은 37℃에서 90분간 실시하 다. 

  (5) 단백질 시료용액의 준비 

   시료 2 g을 제거하고 차가운 HSB (pH 7.0) 20 mL에 cold jacket으로 homogenizer를 사용

하여 균질화하 다. 균질물을 9,000×g으로 4℃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고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상층액을 Whatman No. 3 filter paper로 여과하 다. 여과물은 myosin과 BSA

를 정량화하기 위한 단백질 용액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전에 기술된 방법
(29)

에 의해 각각의 

용액에서 단백질 함량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비조사된 쇠고기 부분은 대조군으로서 

사용되어졌다. 모든 단백질 용액은 HSB로 순차적으로 희석되었고 희석된 시료 용액에서 

myosin과 BSA의 농도는 Ci-ELISA로 측정되었다. 모든 시료는 3회로 하 으며 실험은 5회 반

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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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과 분석

   표준곡선은 동일한 항원농도와 항체의 농도로 5회 반복 실시하여 얻어진 값을 SAS
Ⓡ
 

software
(36)

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procedures,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0.01% 내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다. TPM의 정량

은 같은 처리조건의 시료 5개의 평균값을 구하 고, 4회 반복 실험하여 P<0.05의 오차 한계에

서 유의성을 평가하 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한 검역관리 인프라 구축

   국내 건어물류를 가해하는 해충은 딱정벌레목(Coleoptera)에 속하는 종으로서 표본벌레과

(Ptinidae)의 표본벌레(Ptinus fur Linne), 수시 이과(Dermestidae)의 암검은수시 이

(Dermestes maculatus Degeer), 애알락수시 이(Anthrenus verbasci (Linne)), 애수시 이

(Attagenus japonicus Reitter) 등 모두 4종이 분류․동정되었다. 암검은수시 이의 충태별 살

충효과를 시험한 결과, 3 kGy 이상에서는 24시간 후 100% 사망률을 보여 완전 방제효과를 나

타내었다. 2 kGy에서는 처리 3일째부터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면서 처리 5일째부터는 노숙유

충과 어린유충은 100%의 치사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성충이 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며, 성충과 노숙유충에 비해 어린유충의 살충효과가 더 높았다. 

   국내 인삼건제품의 해충류는 주로 딱정벌레목(Coleoptera)의 빗살수염벌레과(Anobiidae)에 

속하는 궐련벌레(Lasioderma serricorne (Fabricius))와 인삼벌레(Stegobium paniceum 

Linnaeus), 나비목(Lepidoptera)의 명나방과(Pyralidae)에 속하는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Huebner) 등 모두 3종이 현재까지 분류․동정되었다. 화랑곡나방은 0.5 kGy 이

상에서 성충과 번데기가 처리 24시간 후에 100% 살충되었으며, 유충은 3 kGy에서 처리 3일째

에 100%의 살충효과를 보 다. 성충은 5 kGy의 감마선 조사 24시간에 100% 사망하 으며, 3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처리 3∼5일 후부터 성충, 번데기 및 유충 모두가 100%의 살충효과를 

보 다. 

   국내산 건고추의 주요 해충은 나비목명나방과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Huebner) 

1종만이 현재까지 분류․동정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건어류, 인삼류 및 건고추의 검역관련 

해충은 훈증제(MeBr, PH3)처리에 의해서는 처리 1일 후에 100% 방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감

마선 조사구는 충태별로 상이한 감수성을 보 으나 국내에서 허가된 조사선량 범위(7∼10 

kGy) 이하에서 해충 및 미생물학적 검역처리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감마선 처리된 건어류(멸치, 대구포, 조미오징어, 쥐취포)와 감마선과 훈증 처리된  인삼

(백삼 및 홍삼) 및 건고추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관능적(상품적) 품질을 비교 평가

해 본 결과, MeBr 및 PH3 처리는 미생물 살균효과가 없었으나 적정선량의 감마선 조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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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는 대장균군을 포함한 오염미생물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위생적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시험에서는 MeBr처리 식품에서 색도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되

었고, 고선량(5∼7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지방질 식품의 산패도가 증가되어 포장, 방사선 조

사 및 유통 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식품의 생물학적 품질개선에 

요구되는 조사선량은 대부분 국내외적 허가선량(5∼10 kGy)보다 낮은 범위에서 필요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감마선 처리에 따른 품질안정성이 인정되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한 인도 원자력연구소(BARC)와의 예비교역시험에서는 

건어류 2종의 대조구에 비해 5 kGy 조사된 상품에서 미생물학적 품질보증은 물론, 관능적인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기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역시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 다. 교역

관리에 필요한 조사여부 확인 연구에서는 건어류는 열발광 분석(TL), 전자스핀공명 분석

(ESR), hydrocarbon(HC) 및 2-alkylcyclobutanone(2-ACB) 분석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류와 건고추의 경우에는 TL 및 ESR 분석이 조사 여부의 확인에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분석법들은 일정 기간 저장된 조사식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수출입 대상 주요 건어류(멸치류, 북어, 조미오징어 외), 인삼류(백삼, 

홍삼 외) 및 건고추에 대한 검역관련 주요 연구결과들은 검역기관 및 농산물 교역업계로 하여

금 농수산물의 국제적 검역처리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인식

케 할 것이다. 특히 훈증처리와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처리 농수산물의 생물학적(살충, 살균), 

이화학적 및 관능적 측면에서 비교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대체기술의 객관적 검토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한 방사선 검역처리 요소기술의 확보와 동시에 처리된 품목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검지관리기술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도출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와 실

용화 추진에서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교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

게 되어 차기 단계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면역분석법의 적용

  (1) 우육

   (가) Ci-ELISA법의 확립

   IgG의 titration의 결과로 사용되는 primary IgG 와 secondary IgG를 각각 1:5,000 과 

1:20,000으로 희석된 농도와 anti-MS-1 IgG 와 anti-BSA IgG의 표준 곡선은 250에서 3.9 μ

g/mL과 125에서 0.9 μg/mL로 각각 myosin과 BSA의 detection 범위에 대해서 얻었다(Figure 

4-1A). 이 두 가지의 항원의 detection 한계는 0.1 μg/mL이었다. 이 결과는 육류 단백질을 

detection에 사용되는 항체가 특별한 항원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다른 연구들
(37-39)

과 비교하여 

분석적이 방법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나) 감마선 조사가 단백질 용해성에 미치는 향

   감마선 조사에 의해 쇠고기 시료의 단백질 용해성이 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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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인 차이는 7 kGy로 조사된 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1). 용해성의 감소는 조사 처리와 동결 처리에서 나타났다. 쇠고기 부분 사이에 용해성의 차

이는 각각 시료의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Ci-ELISA에 의해 시료 용액에서 정확한 원래의 

항원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의 농도 중에서의 큰 차이가 ELISA에서 얻어지는 자료에 방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3)

 용액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조사구와 냉장 처리구는 다

른 처리구보다 더 단백질 용해성이 증가되었다. 이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쇠고기의 유연

성의 향상되고 단백질 용해성이 증가되었다는 보고
(40)

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

로 평가되었고 이 용액은 표준 곡선의 detection 범위에 맞는 희석을 제외하고, 단백질 농도의 

조정 없이 Ci-ELISA의 시료 용액으로 사용되었다. 

   (다) 감마선 조사된 시료의 항원성 변화 

   원래의 항원은 조사량에 따라 조사된 모든 시료에서 감소되었다(Table 4-2)). 7 kGy로 조

사된 beef round에서 myosin 분자는 비조사구의 78.3 μg/mL과 비교하여 5.59 감소율로 42.2 μ

g/mL로 감지되었다. 감소율은 항원의 인지된 농도의 회귀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계산되었고 

비육은 시료에서 항원의 방사선조사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이 분석의 정 성은 감소율의 

적용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28)

. 7 kGy로 조사된 loin 과 tender loin에서 myosin 분자에 대한 

anti-MS-1 IgG 의 결합력은 56.9%와 61.9%로 또한 감소되었다. BSA의 농도는 비조사구의 

51.3 μg/mL에 대해 48.9 μg/mL로 측정되었다.7 kGy 조사에서 BSA의 농도는 24.3에서 31.7 μ

g/mL의 범위 다. anti-BSA IgG에 대한 결합력은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61.8%에서 

49.7%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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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tandard curve for quantification of myosin molecules (A) and bovine serum 

albumin (BSA) in protein solutions prepared from gamma-irradiated beef samples. Curve A 

was made by Ci-ELISA formatted with anti-MS-1 IgG produced from rabbits to myosin 

subfragment-1 (myosin head part) as primary antibody. Detection range is from 250 to 3.9 

μg/mL and the concentration of detection limit is 0.1 μg/mL. Curve B was made by 

Ci-ELISA formatted with anti-BSA IgG produced from rabbits to BSA as primary 

antibody. Detection range is from 125 to 0.9 μg/mL and the concentration of detection limit 

is 0.1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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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otein solubility
1)
 of gamma-irradiated beef parts in the condition of different 

storages

Treatments Samples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Irradiation

Round 3.4A 3.5AB 3.6B 3.6B

Loin 3.4A 3.4 3.4 3.5B

Tender loin 3.0A 3.0 3.0 3.1B

Irradiation and chilling

Round 3.6 3.6 3.6 3.5

Loin 3.4 3.3 3.5 3.5

Tender loin 3.0 3.2 3.1 3.1

Irradiation and frozen 

Round 2.5A 2.6AB 2.6AB 2.7B

Loin 2.1A 2.1 2.2B 2.2

Tender loin 1.9 1.9 2.0 2.0

1)Protein concentrations (mg/mL) in sample solutions were determined by Protein Assay Kit.
A, BMeans (n = 5)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2. Concentrations
1)
 of myosin and bovine serum albumin in protein solutions

2)
 

prepared from gamma-irradiated beef parts

Proteins Samples
Irradiation dose (kGy) Reduction rate 

of intact Ag
3)0 3 5 7

Myosin

Round 78.3A 60.2B 50.9BC 42.2C 5.59

Loin 66.2A 48.6B 45.1B 37.7C 3.96

Tender loin 59.2A 48.5B 43.5B 36.7C 3.17

Bovine serum albumin

Round 51.3A 45.6A 37.8B 31.7B 2.85

Loin 49.2A 40.5B 32.8B 25.4C 3.41

Tender loin 48.9A 38.7B 32.5BC 24.3C 3.47
1)
Concentrations (g/mL)of myosin in sample solutions were determined by Ci-ELISA.

2)
Protein solution was diluted 4 times with high salt buffer (pH 7.4) to be correctly detected in the 
detection range of standard curve.

3)
Reduction rate was calculated by the slope of regression curve of Ag concentration detected by 
Ci-ELISA.

A-DMeans (n = 5)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3. Concentrations
1)
 of myosin and bovine serum albumin in protein solutions

2)
 

prepared from beef parts gamma-irradiated and chilled at 4℃ for 10 days 

Proteins
Samples Irradiation dose (kGy) Reduction rate 

of intact Ag
3)0 3 5 7

Myosin

Round 96.5A 72.3B 64.5B 51.5C 6.28

Loin 81.6A 70.8B 52.6C 48.3C 5.11

Tender loin 79.1A 64.5B 57.3B 46.5C 4.57

Bovine serum albumin

Round 52.6A 46.9A 32.2B 25.6B 4.07

Loin 50.5A 42.7B 31.9B 23.4C 3.94

Tender loin 51.8A 41.6B 30.7C 22.5C 4.26
1)
Concentrations (g/mL) of each protein in sample solutions were determined by Ci-ELISA.

2)Protein solution was diluted 4 times with high salt buffer (pH 7.4) to be correctly detected in the 
detection range of standard curve.

3)
Reduction rate was calculated by the slope of regression curve of Ag concentration detected by 
Ci-ELISA.

A-C
Means (n = 5)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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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oncentrations
1)
 of myosin and bovine serum albumin in protein solutions

2)
 

prepared from beef parts gamma-irradiated and frozen at -20℃ for 2 months

Proteins Samples
Irradiation dose (kGy) Reduction 

rate of 
intact Ag

3)0 3 5 7

  Myosin

Round 54.2A 38.2B 27.5C 15.4D 5.51

Loin 48.9A 31.5B 26.4BC 17.5C 4.38

Tender loin 47.6A 32.2B 21.9C 14.2C 4.82

  Bovine serum 
albumin

Round 55.4A 48.2A 36.8B 32.5B 3.45

Loin 51.8A 46.5A 37.2B 24.6C 3.84

Tender loin 50.7A 43.7AB 33.7B 27.8B 3.38

1)
Concentrations (g/mL) of each protein in sample solutions were determined by Ci-ELISA.

2)Protein solution was diluted 4 times with high salt buffer (pH 7.4) to be correctly detected in the 
detection range of standard curve.

3)
Reduction rate was calculated by the slope of regression curve of Ag concentration detected by 
Ci-ELISA.

A-D
Means (n = 5)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감마선 조사에 의한 결합력의 감소율과 항원의 농도는 측정된 시료에 따라 달랐다. 그 이유

는 단백질 성분을 포함하는 시료 사이에서 근처의 구성 성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29)

.

   (라) 감마선 조사와 냉장저장이 항원에 미치는 향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비조사구에서는 myosin의 함량이 더 많이 측정되었다(Table 4-3). 

이 결과는 myosin 분자가 저장기간 동안 혹은 숙성동안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근육 구조의 

쪼개짐과 파괴에 의해 myosin 분자가 더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41)

. MS-1은 

다른 처리구 보다 더 방사선 조사와 냉장처리에 의해 변성이 된다. 감지 농도의 감소율은 

round, loin, tender loin에서 각각 -6.28, -5.10 와 -4.57이다. 저장 동안 myosin 분자는 다양한 

효소에 의해 공격을 받고 파괴된다
(42)

. 시료가 4℃의 냉장온도에서 저장을 통해, calcium 

activated factors와 cathepsin같은 여러 효소는 근섬유 단백질을 가수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에서 감소율의 급격한 저하는 냉장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와 숙성의 두 요인에 의한다. 

BSA의 농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선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Table 4-3). BSA는 myosin

보다는 덜하지만 myosin의 경우와 같이 냉장 저장에 의해 향을 받는다. 7 kGy에서의 BSA

는 비조사구의 농도의 절반 이하로 측정되었다.

   (마) 감마선 조사와 냉동 보관이 항원성 변화에 미치는 향

   Beef loin and tender loin는 beef round보다 방사선 조사와 동결 처리에 향을 받기 쉽지

만, myosin의 자료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BSA에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4). MS-1

는 비조사구와 냉동 beef round, tender beff에서 각각 약 54.2와 48.9, 47.6 μg/mL 으로 측정되

었고  이 결과는 비조사 처리구에서 3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Lee 등
(29)

은 myosin 분

자가 냉동 저장 동안에 변성이 되었고 냉동 저장 기간에 따라 변성율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고

하 다. 조사와 냉동을 혼합한 처리는 조사 처리보다 MS-1의 변성에 더 향을 주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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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료에서 감지된 myosin의 농도(Table 4-2, -3)과 단백질 용해성(Table 4-1)은 다른 처리

구 보다 이 처리구에서 감소하 고, 이 감소는 냉동에 의한 변성으로 인한 근섬유 단백질의 불

용성화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43)

. 냉동에 의한 향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가 없는 

BSA는 단지 조사 처리구에서만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Table 4-2). 이 결과는 sarcoplasmic 

proteins이 근섬유 단백질과 비교하여 냉동에 의해 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보고에서 찾을 수 

있다
(42)

. 

   결론적으로, immunoassay의 적용은 5 kGy와 그 이상으로 조사된 쇠고기를 분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3 kGy로 조사된 쇠고기는 유의적인 차이가 몇몇의 시료에서 나

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항체로 한 Ci-ELISA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단클론 항체와 같은 높은 특이성과 친화성을 같는 항체가 비 조사된 쇠고기와 조사된 쇠고

기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하다. 먼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표적 단백질(항원)이 조사된 

식품에서 잘 선택되어야 하고 B 세포에 표면의 에피토프에 대한 연구가 충분해야 한다
(29)

. 그

리고 높은 차별성을 가진 detection assay의 formation 후에, 분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18)

. 

  (2) 새우

   (가) TPM 정량을 위한 Sandwich ELISA 확립

   감마선 조사된 새우의 신속한 판별을 위한 방법으로 면역분석기법 중 Sandwich ELISA를 

이용하기 위해 두 가지 항체를 사용하는 분석법을 확립하 다. 이 방법은 단클론 항체를 포획 

항체로 사용하여 microwell에 coating한 후 항원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미량성분의 검출 및 의

학적 진단법으로 넓게 사용된다
(32,38)

. TPM의 정량을 위해 M-IgG와 P-IgG의 희석 농도를 다

르게 조정하여 표준 정량 곡선을 작성하 을 때, M-IgG가 0.01 μg/mL, P-IgG가 0.1 μg/mL의 

희석 농도일 때 시료에 존재하는 TPM의 정량을 위한 최적 검출범위가 얻어졌다(Figure 4-2). 

TPM의 검출한계는 0.01 μg/mL이었고, 이 조건에서 TPM은 12.50에서 50.00 μg/mL의 농도 범

위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이때 TPM의 농도는 아래의 함수에서와 같이 지수의 승과 비례한

다. 지수의 승을 함수식에서 얻은 것과 같이 시료에 존재하는 TPM의 농도는 Sandwich 

ELISA에서 얻어진 흡광도(y)와 y 절편 0.9747의 합을 검출범위의 직선의 기울기 0.426으로 나

눈 값으로 이 식을 이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TPM을 정량할 수 있었다. 

   이 검출한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좁은 농도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

에 항원의 존재 유무와 정량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 일반적으로 면역분석법의 검

출한계는 사용되는 항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항원의 정량과 항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연구에서는 항체의 친화성과 항원결정기에 의존성이 높은 항체가 사용되어야 한다
(37)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항체는 모두 높은 항원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M-IgG의 경우 P-IgG 보다 10배 정도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클론항체

의 이용이 시료에 존재하는 항원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그 이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38)

.



- 395 -

Concentration of TPM (µg/mL)
6.25 12.5 25 50 100

O
D

 a
t 4

92
 n

m

0.0

0.2

0.4

0.6

0.8

1.0

Figure 4-2. Standard curve of Sandwich ELISA for quantifying shrimp tropomyosin 

(TPM). Mouse monocalonal IgG (0.01 μg/mL) was used as a coating Ab for capturing 

TPM and rabbit polyclonal IgG (0.1 μg/mL) was used as a reaction Ab against captured 

TPM. TPM was serially double-diluted from 100 to 6.25μg/mL and optimal detection range 

was obtained in the range of 12.5 to 50 μg/mL. 

                   x = e
((y + b)/a)

                       x : TMP의 농도(μg/mL)

                       y : OD value at 492 nm

                       b : y 절편

                       a : 최적 검출범위내 직선의 기울기

Table 4-5. Detected concentration (μg/mL) of tropomyosin of shrimps using a Sandwich 

ELISA
1) 
following gamma irradiation in combination with heating or freezing   

Treatments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Irradiation 38.91±1.38 32.29±0.82 27.62±1.24 22.95±2.53 15.95±2.36

Heating3) and

irradiation
34.78±0.96 30.26±1.32 26.43±1.17 19.13±1.62 13.91±1.69

Irradiation and

freezing
4) 25.45±1.72 20.36±1.06 16.29±2.82 13.23±0.76  9.16±1.51

Mean ± SD (n = 4). 
1)
Sandwich ELISA was formatted with two different types of IgG produced against shrimp 

tropomyosin for capturing intact antigen.
2)Heating was done at 100℃ for 30 min and samples were irradiated and tested.
3)
Samples were irradiated, frozen at -20℃ for 2 months and then tested.

   (나) 감마선 조사된 새우의 TPM 정량

   Table 4-5는 감마선 조사와 가열 또는 냉동 처리된 새우로부터 추출한 시료 용액에 존재하

는 TPM의 양을 Sandwich ELISA로 정량한 결과이다. 모든 처리구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TPM의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감소는 흡수선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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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된 M-IgG가 인식하는 epitope은 감마선 조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고, 선량별 차이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는 많은 

연구에서 이미 보고되고 있으며
(28-30)

, 단백질 특성에 따라 선량 의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42)

. 

   처리구별 검출량의 감소는 감마선 조사구에서 -2.301, 가열 후 감마선 조사구에서 -2.183, 

그리고 감마선 조사 후 냉동처리구에서 -1.650의 기울기를 나타냈고(Figure 4-3), 가공처리에 

의해 비조사구에서 TPM은 38.91 μg/mL이 검출되었는데 반해, 가열처리(34.78 μg/mL)나 냉동

(25.45 μg/mL)에 의해서 검출되는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새우의 TPM이 열에 매우 안정하여 가열 처리에 의해 분자 특성이 크게 

향을 받지 않으나
(31)

, 시료에 대한 가열처리시 대부분의 단백질이 불용화되고 분자간 응집현

상 등으로 인해 TPM의 용해성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 후 동결은 TPM을 더욱 심하게 변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백

질은 냉동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나, 동결 온도와 기간 등에 의해 조직 내 수분의 결정화 및 

재결정화에 의해 구성 단백질이 향을 받을 수 있다
(45)

. 새우의 TPM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

는 myosin의 subfragement인 myosin S-2와 light meromyosin의 경우 동결에 의해 구조적으

로 쉽게 변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6,43)

, 본 연구의 결과도 선형 단백질인 TPM이 동결에 

의해 향을 받아 감마선 조사와는 관계없이 일부 변성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마선 

조사가 TPM을 구조적으로 변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열과 냉동 등의 병용처리

에 의해서도 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5). 

   특히, 동결에 의한 변성이 매우 심하게 발생되어 동결된 비조사구의 경우 TPM의 검출량이 

5 ∼ 7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감마선 조사구의 TPM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MAb 4.9.5 항체를 이용한 Sandwich ELISA법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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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Regression curves on decrease rates of shrimp tropomyosin (TPM) by gamma 

irradiation. TPM in the solution prepared from sample was detected by Sandwich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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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분석기법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검지를 위한 분석법의 개발은 조사에 의한 

특정 항원의 구조변화로 일어나는 항체의 항원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

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항체의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선량간 유

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어야 하며, 빠른 분석과 정확한 결과의 도출은 사용되는 항체에 의존한

다. 또한, 방사선 조사와 다양한 가공방법이 병용 처리된 시료에 대한 검지는 위의 결과

(Table 4-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만 변성되는 항원과 그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클론 항체보다는 단클론 항체의 사용이 요구되며, 

실제로 다클론 항체가 감마선 조사된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인식하지만 선량에 맞게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연구결과들도 있다
(28)

. 최근 연구보고에서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검지 

기술로서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ELISA법을 소개하 으나
(46)

, 선량간 유의적인 차이가 두드러

지지 않았으며, 분석시 많은 전처리 공정에서 이미 항원이 변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면

역분석기법을 사용할 경우,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식품

내 표적 항원의 탐색이 매우 중요하며, 감마선 감수성을 미리 측정하고, epitope의 선별과 특

이성이 높은 우수항체의 생산이 중요하다
(19)

.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공공정 중에도 항

원은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공 공정에 의해 발생되는 항원의 변성을 미리 감안하여 결과

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새우 TPM에 대한 특이성이 높은 두 항체를 사용하여 항원을 포획하는 방법인 Sandwich 

ELISA를 이용하 을 때, 감마선 조사된 새우를 판별할 수 있는 면역분석기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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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 사업 연구

1. 서론

 가.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 연구

  (1)  청소년 대상 전국조사 연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최초의 전국 설문조사의 결과
(1)
는 ‘낮은 노출정도’와 ‘부정적 인상

(impression)’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국에서 표집된 조사대상 성인의 단지 8.7%만이 방사선조

사 식품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사회적으로 식품분야의 준전문가라 할 수 있는 

양사들도 43.6%만이, 식품을 비롯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주요한 여론선도집단인 시민단체 활

동가들은 30.5%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식품공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괄목할만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조사 식품이 일반국민들에게는 거의 알

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면서도 깨끗한 

식품가공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들의 연구결과

와 주장
(2)
이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노출정도 자체가 대단히 낮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

의 ‘인상(impress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
. 방사선조사 식품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나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성인의 절반이 안전성에 대한 불신 내지 두려움, 그로 

인한 피해 등 부정적 인상을 떠올렸다. 그 외에 ‘방사능 오염’이나 ‘원자력’ 등 기존에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 활동가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핵’, ‘유전자조작’, ‘방사능’ 등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공중의 이해(public understanding)’를 증진시키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적 실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과학자

들은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의 ‘무지’만을 탓하고,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는 정부와 식품기업

에 대한 ‘의혹’만을 키우기 쉽다. 더욱이, 일부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반핵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거나 식품산업과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
(3)
하고 있는 한 무리한 보급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

힐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4)
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사회의 실제적 효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태도변용에 

대한 많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

는 경우 이것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아

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해증진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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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방사선조사 식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증진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공공과학과정과 인쇄매체(신문) 홍보

   과학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에서 수행된 방대한 양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방

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식품 조사방법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처리방법이라고 주장한다
(2)
. 과

학 및 보건과 관련된 많은 국제기구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실험연구 결과 양학적,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

다는 것이다
(5)
. 

   또한,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가동으로 유독성 농약의 사용이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통해 전염되는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의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

문에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이 소비자단

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1988년 일반인 대상의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의 문제점을 제기하 다
(6)
.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7년 소비자보호원은 설문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 다
(7)
. 그러나, 이들의 문제제기는 국내에 방사선조사 식품이 아직 널리 보급

되지 않았으며, 정부나 기업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

지는 못했다.

   이들은 방사선 조사방법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과 보급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서 어떤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냉

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쓰 던 프레온 가스나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엽제

가 단적인 예이다. 

   환경단체는 소비자의 안전성 차원만이 아니라 반핵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3)
. 핵

기술의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기 때문에 조사공장 인근지역의 위험성도 동일하게 재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대한 조사가 추진되는 것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

는 핵산업에 대한 기술적 상업성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과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사식품의 성공적 보급은 핵기

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조사 식품은 반핵운동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러한 극명한 의견차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보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사품목의 확대를 비롯한 보급 및 확산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8)
. 

사회 구성원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

한 정책추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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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책결정 역시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대단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결과를 통해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과학자들은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의 ‘무지’만을 탓하고,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는 

정부와 식품기업에 대한 ‘의혹’만을 키우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시

민의식 또한 이러한 일방적 정책결정 과정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만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급 여부에 대한 결정 이전에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차별적으

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인지

와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치 한 분석과 사회과학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곧,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

한 과학적 방법을 탐색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내지 유통 방법에 따라 노출 후 일

반인들의 주목이나, 인지, 인상 등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understanding)'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해‘는 인지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노출, 주

목, 인지의 각 단계만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인상(impression)‘까지 포함한다. 

   또, 정보에 대한 노출 후,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

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정보추구 방법에 따라 ‘국민이해(public 

understanding)’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어

떠하며, 이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과학기술, 특히 한 사회 내에 이견이 존재하는 과학기술 혹은 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합의수렴회의(consensus 

conference)’이다. 합의수렴회의는 본래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일반인의 의견을 포

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공개적 의견수렴 공간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

에 반 하도록 시도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이해증진에

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기술에 대한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안은 ‘공공과학과정 모델(public science 

process model)’이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interest)',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을 기계적으로 연결 지어 분석하려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모델이다
(9)
. 두 모델의 구체적 내용과 개념분석에 대해

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의수렴회의’와 ‘공공과학과정’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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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각 모델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참여자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제공받고 과정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게 된다. 이들 각각에 대해 전후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정도를 분석할 것

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모두 4개 집단에 대한 관찰․측정과 분석을 하게 된다. 합의수렴회의 

모델과 공공과학과정 모델 각각에 대한 참여자 집단과 관찰자 집단이 그것이다. 또한, 두 모

델의 참여자 집단과 관찰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두 모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비교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의 것을 보다 구체적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합의수렴회의 참여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under- standing)’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1-2. 합의수렴회의 관찰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under- standing)’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2-1. 공공과학과정 참여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under- standing)’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2-2. 공공과학과정 관찰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under- standing)’는 어떻게 변화

하는가?

3-1. 합의수렴회의 참여자와 공공과학과정 참여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는 차이가 있는가?

3-2. 합의수렴회의 관찰자와 공공과학과정 관찰자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는 차이가 있는가?

  (3) 상물 제작 및 지상파방송 방

   합의수렴회의 모델과 공공과학과정 모델의 비교를 통한 전년의 연구결과는 일반인들에게 

과학기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출된 정

보의 양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이해수준과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전문적인 일반인들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주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무차별적 노출이 그대로 주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 혹은 이

슈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일반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전년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과학과정 모델은 일반인들에게 ‘관련성(relevance)’이 높은 토픽

을 통해 문제를 노출시켜 줌으로써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

.
 
즉, 일반인

들에게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기 쉬운 토픽을 매개로 

전달함으로써 주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중이 형성되고 이것의 해결

을 위해 공동주목-공동인지-공동행동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 공공과학과

정 모델의 핵심적 내용이다
(9)
. 합의수렴회의 모델의 경우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이해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체감보다는 당파심을 부추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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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뿐더러 

‘인체에 유해함’, ‘부작용’ 등의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 또한, 방사선조

사 식품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방사능’, ‘핵폭탄’, ‘유전자조작식품’ 

등 방사선조사 식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을 떠올렸다. 이 연상물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

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에 그대로 투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일반인들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노출 정도가 매우 낮은 현 수준에서는 구체적 정보의 전달보다 

노출의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용어에 의존하여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과 연결짓기 쉽다. 이러한 연결

짓기에 의한 부정적 인상의 형성을 막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여 주어야 주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를 테면, 

최근 집단급식의 증가와 함께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 위생 문제의 대처방안으로 방사선조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방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전년까지의 연구결과는 상물 제작의 방향과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전년 연구에

서 일간신문을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 다. 신문은 매체의 속성상 수용자

층이 제한적이며, 이론의 검증을 위한 실험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금번 연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출가능 범위와 전달정보의 양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지상

파방송을 이용할 경우 무차별적 노출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의 속성상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수용자에 대한 접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로 국내의 방송매체 현황과 각 매체에서 방 되

고 있는 과학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르를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상물을 방

할 방송매체의 선정과 어떤 형식과 내용의 상물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추진과정

을 단계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물의 제작과정과 최종완성 프로그램의 내용, 방

결과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나.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연구

  (1)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 및 성인 대상 교육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식품 조사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저장 방법임이 입증되었고, 유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식량농업기구

(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의 식량문제 해결과 위생 보건증진의 차원에서 이 

기술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11)

. 또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실상과 새로운 기

술정보에 의하면,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의 위생처리 기술분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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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감마선 조사 기술은 어떠한 위생처리 기술보다도 부가가치가 크고, 공정이 간편한 첨단기

술로 평가받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주도로 1950년

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검출하기 위

하여 많은 동물실험이 수행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국의 위생당국은 확립된 방법

에 따라 조사식품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
(12)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다고 하면, 그 목적과 혜택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피조사 식품이 방사능(radioactive)을 띠지나 않을까 의심하면서 핵발전이나 핵무기 

등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맛, 냄

새 등 관능적인 품질변화가 초래되어 양가의 손실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방사선 에

너지를 식품에 쪼여 표면에 오염된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되 생체식품의 색깔이나 모양, 맛을 

변화시키지 않는 기술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조사식

품의 수입량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데
(13)

, 특히 식품의 위생적인 수준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균과 기생충 등의 

감소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기인한 질병을 낮춤으로써 건강 유지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기타 유리한 점은 수입농산물에 오염되어 있는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한 화학적 훈증제의 

사용을 적게 하고, 식품의 저장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적인 규모를 볼 때, 식품에 대한 조

사는 식품이 부패됨으로써 야기되는 낭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세계의 기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14)

. 이러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편향된 소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5)

 많은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에 대한 견해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에서의 소비자 조사
(16,17)

에 따르면, 소비자의 20-35% 정도가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과 위

해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를 모르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 정도가 방사선 

조사 식품이 방사능을 가진 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있는 사람은 조사 식품을 무리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8,19)

. 따라서 WTO 체제의 지구촌 무역 자유화 시대에 주요 가공 농, 수, 축산물 및 공

중보건 관련 제품들에 대한 방사선 조사 기술이 좀 더 확실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의 편향된 의식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자유 무역 시대를 대비하

여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
.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이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를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방사선 조사 식품

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사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9-21)

.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연구된 방사선 조

사 식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일정 시간동안 교육한 후, 소비

자들의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태도를 비교, 관찰하여 그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직 판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 제작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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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 교육자료 개발 및 청소년 대상 교육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2)
 식품조사기술의 

적용연구와 실용화 확대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2,23)

. 현재까지 FAO, IAEA, WHO, OECD를 중심으로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고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 CAC)는 조

사선량이 10 kGy 이하인 경우 독성학적, 미생물학적, 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 

발표하 다. 이는 안전 식품개발로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품의 저장 및 국제적인 식품 

교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방사선 조사 식품의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불식되지 않고 있

어 각국에서는 국내 사정에 맞도록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 및 허용조사량을 규정하고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일반소

비자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 다.  

2001년 3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13개 허용 품목군 외에 12개 품목군(건조버섯, 건조

수산품 및 건조 식육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다. 이와 

같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 품목의 증가는 국내외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맞

추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기술 예측 조사
(24)

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농축수산물의 위

생화가 실현되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어 조사식품의 소비가 보편

화된다는 과제가 116개 미래식품과학기술 중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상위 9위로 나타났다. 또

한 방사선 식품의 보편화의 국내 실현 시기(2006년)와 세계 실현시기(2004년)가 1년의 격차를 

보여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응답결과로서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급 정착, 감시분야의 제도가 개선․보급

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적절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함께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소비자 교육이 수행된다면 국민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실제 시험의 용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5)

.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것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에서 얻어지는 변화를 추적하

는데 효과적이다
(17)

.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구

적인 홍보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방사선 조사와 다른 방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자가 효과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분석은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사업의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

.

   교육과정을 통한 국민 이해 사업은 우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에 기초한 교육재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동안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그 자

체만을 대상으로 한 독성학적 실험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 처리

방법, 예를 들어 화학 보존제 사용, 훈증제 사용 등 다른 살균, 살충 저장방법과 비교하여 방사

선 조사가 얼마나 안전한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설득

력이 있는 교육 자료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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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관련 국민 이해 연구는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교육과정에 유입시켜 가장 명확한 지식을 전수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미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지식 교육 후 방사선 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절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면 결국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용을 긍정적으로 증가시

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초․중등학생을 교육시키

는 것이 성인그룹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용이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전통적

인 설득모델보다는 초․중등학생을 피교육자로 하여 새로운 국민이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방안일 것이다.

   이에 제 1차 년도의 연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의 교육 전후의 인식비교를 토대로 초․중

등학생 학습과정을 위한 교육재료를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시범 교

육 실시하 다. 교육대상은 일차적으로 방사선 조사의 선입견이 적은 초․중등학생을 선택하여 

300명 이상의 표본교육(시범교육)을 실시하 다. 우선 초등학교 5학년생․중학교 2학년생을 대

상으로 하여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교육 전에 확인한 후 교육과정의 일환

으로 제작된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 후의 인식의 전환정도를 조사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시청각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식품 첨가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곡류나 (건조)과일, 향신료, 육류 등의 저장중 미생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전성(방사선학적, 독물학적, 미

생물학적 안전성, 양학적 적합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그 실용화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2)

.

   식품조사란 식품을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UN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

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조사에 허용하고 있는 이온화방사선의 종류는 
60
Co, 

137
Cs로부터 방출되는 5MeV이하의 Υ선과 기계장치로부터 발생되는 5MeV이하의 X선, 10MeV

이하의 전자선이다
(23)

. 식품저장에 방사선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미국의 Sczwartz가 

특허 출원한 것과 프랑스에서 부패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한 이후로 2차 세

계대전을 거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햄버거 저장, 고기와 다른 원료 식품의 살균, 과

실, 채소 및 해산물의 저장, 양념의 위생적 품질 개선, 베이컨과 돼지고기의 살균, , 감자의 

살충 및 발아억제에의 적용이 그 예이다.

   그 후 FAO, IAEA, WHO, OECD를 중심으로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

행되므로 1983년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 CAC)는 조사선량

이 10 kGy 이하인 경우 독성학적, 미생물학적, 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 발표하

다. 이를 세계적인 일반기준으로, 1990년 중반에는 개발도상국의 화학훈증제, 보존료 처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37개국이 이를 받아들여 국가간 교역에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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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국제기구인 조사식품공동전문위원회(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JECFI)가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며, 양학적, 미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한 이후 

고선량 조사(10-70 kGy)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회에서 

고선량 조사 식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 다.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FAO/IAEA/WHO 합동회의에서는 방사선 조사도 과량을 조사하면 식품이 불을 너무 쪼이면 

타서 못 먹는 것처럼 맛이 먼저 변하므로 최대선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신료의 경우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은 최대 30 kGy까지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사선 식품조사가 식품의 위생화와 식량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로서 

점차 그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소아

과협회에서는 유․소아의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 기술을 권

고하여 이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이 더욱 기대된다. 조사 식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열처리와 같

은 다른 공정의 결과와 유사하며 조사만을 위한 특이한 화합물을 분리하기 어렵다. 여러 면에

서 조사처리의 확인은 항상 필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식품에 적용되는 조사선량의 측정과 측정

되는 변화의 안정성과 특이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양

념류나 건조 채소류 등에 함유된 무기질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법, 뼈나 각질을 함유한 식품의 radical을 electron spin resonance (ESR)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휘발성 hydrocarbon류 나 cyclobutanone을 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3) 교육용 만화 제작 및 교육효과 비교

   식품은 보통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건조, 가열, 통조림 등의 저장,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 이들 에너지가 일정한 파장을 지닌 에너지 즉, 전자파 방사선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그 

특징과 응용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9)
. 전자파 에너지(electromagnetic energy)를 이용한 

넓은 의미의 식품조사(food irradiation)는 광합성 현상에서부터 천일건조, 숯불구이, 전기구이, 

microwave 가열, 자외선 살균, X선․전자선․γ선 조사 등 모든 형태의 방사에너지를 식품에 

이용하는 것이다
(26)

. 방사선 조사의 장점은 미생물의 치사율이 높아서 살균 효과가 크고, 비교

적 낮은 에너지 수준(5-10 MeV 이하)에서는 식품의 관능적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많

은 양을 조사하여도 식품에 변화가 적고 잔류량이 없으며 열에 비해 침투가 즉시 이루어지며 

균일하고 깊숙히 투과한다는 것이다
(27)

. 198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 CAC)는 조사선량이 10 kGy 이하인 경우 독성학적, 미생물학적, 양학적으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 발표하 다
(2)
. 이는 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인

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식품 교역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의 자료
(28)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 유통, 판매, 급식, 또는 식

당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백만에 이르고 있으며 식품시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약 4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식중독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대량의 식품과 음식류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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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기술 예측 조사
(24)

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농축수산물의 위

생화가 실현되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어 조사식품의 소비가 보편

화된다는 국내 실현 시기가 2006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실현시기(2004년)와 비슷한 격차

를 보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급 정착, 감시분야의 제도가 개선․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었다. 이에 다른 적절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함께 방사선 조사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비자 교육이 수행된다면, 국민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

움을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연구
(29)

에 의하면 방사

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은 주로 설문지를 통해 방사선 조사식

품에 대한 소비자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 식품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자세한 연구가 수행되기 어려우며, 소비

자의 태도가 항상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방사선 조사된 망고, 딸기, 포도, 오렌지 등을 시험적

으로 판매하여 직접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결과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

구가 인위적인 상황에서 수행되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태도를 연구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 식품을 대하는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제

공했는가에 의해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유럽의 소비자들에 비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조사 식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면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단순노출 내지 의견이나 태도에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
(29-31)

을 보면 소비자들에게 식품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그들의 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조사연구가 이루

어지기 전의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거나 방사선 조사와 방사능오

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수용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소비

자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하는 것에는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행동으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32)

,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고 나이가 많은 소비자일수록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33)

,
 
특히 연령이 많거나 학

력이 낮은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
(29)

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소비자들

이 식품첨가물과 잔류농약이 가장 위해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식품을 선택한 경우 안전성을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 즉,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식

품에서 농약의 잔류성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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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교육매체(언론, 방송매체, 공익정보, 인터넷(PC))를 달리하여 정확한 지

식과 정보를 전달하여야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품질표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살모

넬라 및 식품에 있는 다른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조사처리 되었음”)
(30)

도 제안된 바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에 

맞추어 개발되어 활용될 때 국민들은 방사선 조사 식품에 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

추어 식품의 선택과 구매행위에 있어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대상이 선호하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는 교육과정 관련 국민 이해사업의 토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통한 국민 이해 사업은 우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검증에 기초한 교육재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 처리방법, 예를 

들어 화학 보존제 사용, 훈증제 사용 등 다른 살균, 살충 저장방법과 비교하여 방사선 조사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고 싶어한다.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설득력이 

있는 교육 자료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 연구는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교육과정에 유입시켜 가장 명확한 지식을 전수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하여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방사선 조사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었다. 교육 전 모든 그룹에서 식품을 저장하기 

위해 가공이나 보존제와 첨가물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82.0%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냉장과 냉동, 첨가물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중학생 또한 많

은 수가 진공포장과 가열살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5%정도가 알고 있었다. 방사선 처리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현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비디오나 슬라이드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

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은 교육 전에는 모든 그룹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아주 작은 비율로 존재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육 후에는 어느 그룹에서나 70%이상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나 “약간 알고 있다”에 표시하

여 교육 후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여 

보존될 수 있게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어느 그룹에서나 교육 

전에 비해서 교육 후에 큰 비율로 상승하 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상승 폭이 초등학생보

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 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경

우에는 “살균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교육 후에 큰 비율로 상승하여 그 교육효과가 더욱 컸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절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면 결국 방

사선 조사에 대한 이용을 긍정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제3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 학습과정을 위한 교육재료로 제작한 비디오

와 슬라이드와 새로 만화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시범 교육을 실시하 다. 초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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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교육 전에 확

인한 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작된 만화, 비디오와 만화, 슬라이드와 만화를 통한 교육을 실

시한 후의 인식의 전환정도를 조사하 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연구

  (1)  청소년 대상 전국조사 연구

   (가) 조사의 시행

   ① 표본추출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 다. 사전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학생은 본 설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 다. 

   우선, 1995년 실시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근거한 광역시도별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1,200개의 표본을 배분하 다. 그리고 각 광역시별로 할당된 표본 수를 20명 내외로 나누어 모

두 61개의 조사단위를 선정하 다. 각 조사단위는 행정구역의 가나다순 목록을 활용한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하여 광역시의 경우 구(區)단위, 도의 경우 시나 군단위의 조사지

역을 결정하 다. Table 5-263은 광역시도별로 배분된 조사원의 수와 학년별 표본 수는 나타

낸 것이다. 

   ②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모두 2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말미에는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한 3개의 문항이 덧붙여졌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청소

년 의견조사’라는 제목으로 위장하 다.

   설문지의 첫 번째 문항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

어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일부 설문을 건너뛰도록 하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방

사선조사 식품의 인상, 인상경로, 노출경로, 지식, 태도를 묻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 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앞의 문항을 건너뛰고 우선, 방사선조사 식품에 관한 간략한 정

보를 제공하 다. 이 정보의 내용에 따라 설문지는 A형과 B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응답자에게

는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설문이 제공되었다. A형 설문지에는 방사선조사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사실만을 적시한 ‘단순정보’가 주어졌다. B형 설문지에는 단순정보에 덧붙여 식품

에 대한 방사선조사의 이점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사선조사 식품’을 

본 조사를 통해 처음 접한 응답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상

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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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설문 문항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노출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응답하도록 구성

되었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의사, 유사한 대상들에 대한 인상, 매체의 

사용시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성별, 나이, 재학학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

었다. 

   ③ 조사방법

   조사원은 2000년 2학기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스컴조사

방법론’을 수강한 학생 가운데 선발하 다. 1999년 성인 조사시 참여하 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 으며 조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 조사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학생을 

선발하 다. 

   조사는 철저히 응답자와의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다. 조사자가 한 문항씩 

읽어주고 필요시마다 카드를 제시해 주며 응답자가 이에 하나씩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다. 본 조사는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는 주중에 실시되었으며, 주로 점심

시간과 방과후 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00년 11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극히 일부는 11일, 토요일 오전중까지도 시행되

었다.  

   ④ 응답자 분포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두 1,159개 다. 이것의 지역별 분포는 Table 5-1에서 보여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남녀비

는 남자 567명(48.9%), 여자 592명(51.1%)로 여자가 더 많았다. 이것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에 나타난 성비 50.2대 49.8에 비하면 표본은 여자쪽으로 약간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조사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263. 성별․학년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구분 고2 고1 중3 중2 중1 초6 초5 계

남자 40  51  95  94  94  98  95 567 (48.9%)

여자 52  50  96  98  99  97 100 592 (51.1%)

계 195 195 193 192 191 101 9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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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과학과정과 인쇄매체(신문) 홍보

   ‘합의수렴회의’와 ‘공공과학과정’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모델은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 한가지 방법은 각 모델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참여자의 이해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의 방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실험연구’라 명명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각 모델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방

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제공받고 그 과정을 관찰하는 관

찰자의 이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독자연구’라 명명한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실험연구는 참여자가 회의 형식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서 논의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연구이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을 실시하 다. 그리고 독자연구는 신문기사 형식의 정보를 세 차례에 걸

쳐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독자의 이해 변화를 세 차례의 설문으로 분석하 다.    

   즉,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모델은 각각 실험연구와 독자연구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구되

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참여자와 관찰자의 이해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참여자

와 관찰자의 이해는 두 가지의 커뮤니케이션모델 간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합의수렴회의와 공공과학과정이 각각 실험연구와 독자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하 다. 연구 결과는 각 연구 유형별로 두 커뮤니케이션모델

간의 비교가 중점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므로, 연구방법에 대한 기술도 이러한 순서를 따라 이루

어졌다.

  (가) 실험연구 방법 및 절차

   ① 합의수렴회의 모델

   실험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모두 세 가지 이다. 두 차례의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 

구성원, 실험 절차,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수행하게 될 실험 설문지의 구성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 실험연구 구성 

   합의수렴회의 실험의 구성원은 전문가 2명, 실험참여자 7명, 사회자 1명이다. 전문가는 두 

차례에 걸친 실험 전(全) 과정에 참여하며, 실험 과정에서 발하는 질의에 응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실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참여자들의 견해나 질의사항을 취합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는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즉, 전문가의 역할은 각자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본 실험에

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지닌 두 명의 전문가를 초빙하 다.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이나 사용에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현 생명공학원 연구원과,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간사를 각 1명 씩 초빙하 다. 이들은 질의에 응답할 경우 공평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실험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은 실험 전 과정에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하면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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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표명하게 된다. 참여자는 학부 교양필수 과목인 ‘현대사

회와 이해’ 수강생 중에서 학과, 학번, 나이에 관계없이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하여 선정하 다. 1차 실험에는 8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1명이 2차 실험에 불참

하 기 때문에 전체 분석에서는 그 1명을 제외한 7명을 전체 인원으로 분석대상을 삼게 되었

다. 참여자는 토론과정에 참여하면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참여자

들간의 견해를 합의, 수렴하여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

   사회자는 실험 전과정에 관여하면서, 실험 절차에 입각하여 실험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특히, 사회자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전문

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평한 응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실험연구 절차

   실험은 모두 양일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다. 1차 실험은 2001년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강대학교 내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사회자 1명, 전문가 2명, 

그리고 참여자 7명으로 구성되었다. 

   1차 회의의 목적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참여자의 논의를 유도하여, 이를 이슈(issue)화 

시키는 것이다. 먼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실험 참여자 사전 노출(exposure)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설문조사는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참여자의 초기 이해(understanding)정도를 살펴보게 된다. 1차 조

사를 마치고 나서, 실험 참여자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fact) 중심의 정보

를 제공한다. 정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가 편향되는 것을 우려하여 방사선조사 식품

에 대한 일간지 신문기사
(35)

를 제공했다. 

   사회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난상 토론의 형태를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논의하도

록 이끈다. 논의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의, 평소 생각, 효과에 대한 토픽을 통해 진행되

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비전문적인 실험 참여자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의문점이 들게 되

며, 이러한 의문점은 쉬는 시간이후 사회자가 취합하여 전문가에게 질의한다. 사회자의 발언

권 제공으로 전문가는 질의에 응답하되, 능동적인 답변보다는 질의에 충실한 제한적인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 1차 실험 후반부에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1차 실험에 대한 사후조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실험에 따라 참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이 실시되고 나서 3일 후인 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

시까지 진행되었다. 1차 실험과 구성원이나 실험 환경이 모두 동일하 으나, 실험 참여자 1명

이 불참하게 되어 참여자 7명, 사회자 1명, 전문가 2명으로 이루어졌다. 2차 실험은 1차에서 

이슈(issue)화 되었던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대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즉, 

1차 실험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해(understanding)에 대한 하부 토픽을 중심으로 논의

를 계속하되, 보다 구체화 시켜서 참여자들의 견해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정

의나 효과,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켜서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문제에 대해서 논의하

게끔 유도한다.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은 전문가에게 질의하되, 전문가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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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에 제한된 답변이 되도록 한다. 실험 후반부에는 참여자들이 모여서 

1, 2차 실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합의문 작성이 끝난 

후 2차 실험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모든 회의를 종료한다.

   ㉰ 실험연구 설문지 구성

   실험 설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수행된다. 1차 설문은 사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참여

자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전(事前)적인 인상이나 지식, 그리고 태도에 대

한 견해를 인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차 설문은 첫 번째 실험이 끝난 후에 시행되며, 

1차 실험에 대한 사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3차 설문은 두 번째 실험이 끝난 후

에 시행되며, 2차 실험에 대한 사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설문은 참여자의 이해

(understanding)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의 하부항목으로 구성된다. 

   ⓐ 인상(impression) 내용

   참여자들의 인상(impression)은 제3장 개념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때 대상에 대한 

인상이라는 항목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응답은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상을 분석해 볼 수 있

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단

어로 대답해 주십시오

   ⓑ 관심(interest) 정도

   참여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심정도는 사전 노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

는 참여자의 주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관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에

는 5점 척도를 사용하려 했으나,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1점, 5점)을 피하고 대부분 중간 점 

가까이 선택한다고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7점 척도를 사용했다. 또한, 

관심도를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질문과 함께, 관심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도 하 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입니까?

  |--------|--------|--------|--------|--------|--------|

 (1)      (2)       (3)       (4)       (5)      (6)       (7)

매우 낮다  상당히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높은 편이다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식(knowledge)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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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

양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이것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태도(attitude)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한 항목으로 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 태도는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에 대한 참여자의 찬성 반대 견해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러

한 찬반 견해를 통하여 참여자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

볼 수 있다. 관심 정도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또한, 방

사선조사 식품의 보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함께 함으로써, 참여자가 지

니고 있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태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하 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6)       (7)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매 의사

   구매 의사에 대한 문항은 3차 설문에만 수록된 문항이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태도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급 여부에 대한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직접 방사선

조사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

에 대하여 표명한 태도가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에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

다. 이 질문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7점 척도를 사용하 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입하거나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중립                     매우 그렇다

   이상으로 실험에서 알고자 하는 참여자의 이해(understanding)는 위와 같은 5가지의 항목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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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공과학과정 모델

   공중에 대한 공동체문제의 노출은 매스미디어 등과 같은 중개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특정한 주제에 한정된 공중의 이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문제에 대한 인위적 설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공중의 생활에

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학교급식시의 식중독 발생 문제를 공동체문제로 설정하여 이러한 공동

체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실험 참여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살피기로 한다. 해당 문제에 대한 공중의 인지, 기억, 질문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험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압축적으로 실행되도록 

하 다. 

   즉, 본 실험의 목적은 실험 참여자들 스스로의 토론을 통해 학교 급식시의 식중독 발생 

문제에 대한 인지도 및 주목도를 향상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조

사 식품을 노출시킨다. 이와 같이 공중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창

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 있어서는 주

어진 의제에 대한 실험자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참여자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실험은 2차에 걸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1차 토론에서는 학교 급식시의 식중독 발생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주목도를 높이고 식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참여자 스스로가 자각하도록 했으며, 2차 토론에서

는 참여자들이 식중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방법으

로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실험연구 구성

   공공과학과정의 실험의 구성원은 전문가 1명, 실험참여자 7명, 사회자 1명이다. 전문가는 

두 차례에 걸친 실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응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실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참여자들의 견해나 질의사항을 취합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는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즉, 전문가의 역할은 각자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본 실험에서는 식중독 문제를 전공 분야로 하는 생명공학원 연구원 1명을 초빙하 다. 

   실험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은 실험 전 과정에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하면서 식

중독 문제 전반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표명하고, 의문나는 점은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된다. 참여자는 서강대학교 학부 교양필수 과목인 ‘현대사회와 이해 2반’ 수강생 

중에서 학과, 학번, 나이에 관계없이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하여 선정하 다. 

   사회자는 실험 전과정에 관여하면서, 실험 절차에 입각하여 실험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수



- 418 -

행한다. 특히, 사회자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전문

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평한 응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실험연구 절차

   실험은 모두 양일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다. 1차 실험은 2001년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2

시부터 5시까지, 서강대학교 건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차 회의의 목적은 식중독 문제

(problem)의 의제(agenda)로 설정하는 데 있다. 학교 급식시의 식중독 발생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주목도를 높이고 식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참여자 스스로가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이는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식중독 문

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초기 이해(understanding)정도를 살펴보게 된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나

서, 사회자는 실험 참여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각자의 경험(경험자)과 생각(미체험자)을 말하도

록 한다. 이후 사회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식중독 문제에 전반에 걸쳐 난상토론을 하도록 한

다. 논의는 식중독의 정의, 원인, 현황 및 심각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이 토론 과정에

서 제기된 식중독 문제에 대한 의문점은 쉬는 시간이후 사회자가 취합하여 전문가에게 질의한

다. 

   전문가는 토론 내용 및 질문에 대한 의견을 답하도록 한다. 토론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

은 후 그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질의 응답을 마치면 사회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

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식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간단히 말하도록 

한다. 이후, 1차 실험 후반부에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1차 

실험에 대한 사후조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실험에 따라 참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

화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차 실험은 1차 실험이 실시되고 나서 3일 후인 2001년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

시까지 동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1차 실험과 구성원이나 실험 환경이 모두 동일하 으나, 실험 

참여자 1명이 불참하게 되어 회의는 참여자 6명, 사회자 1명, 전문가 1명으로 이루어졌다. 

   2차 실험은 이미 형성된 의제(agenda)에 대한 해결방안(solution)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참여자

들이 의식하는 식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기반으로,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자는 1차 회의 때 참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다. 전문가는 각 방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해

결 방안의 하나로 방사선조사 식품을 거론한다. 사회자는 참여자들에게 여러 해결 방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되, 방사선조사 식품이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진행시킨다. 이후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보다 부각되도록 한다. 참여자들 각자의 

최종적 의견을 들은 후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실험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모든 회의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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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연구 설문지 구성

   실험 설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수행된다. 1차 설문은 사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참여

자들이 식중독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사전적(辭典的)인 인상이나 지식, 그리고 태도에 대한 

견해를 인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2차 설문은 첫 번째 실험이 끝난 후에 시행되며, 1

차 실험에 대한 사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3차 설문은 두 번째 실험이 끝난 후에 

시행되며, 2차 실험에 대한 사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3차 설문에서는 식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도출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이해 

여부까지 알아보게 된다. 본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중독 문제의 이해를 통해 방사선조사식

품에 대한 이해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해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인 3차 설문에서 측정된다. 

   설문은 참여자의 이해(understanding)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네 가지의 하부 항목으로 구성

된다. 

   ⓐ 인상(impression) 내용

   참여자들의 인상(impression)은 제3장 개념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때 대상에 대한 

인상이라는 항목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응답은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상을 분석해 볼 수 있

다. 3차 설문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상이 포함된다. 

․ 선생님께서는 “식중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대답

해 주십시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단

어로 대답해 주십시오

   ⓑ 관심(interest) 정도

   참여자들의 식중독에 대한 관심정도는 사전 노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참여자

의 주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관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5점 척

도를 사용하려 했으나,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1점, 5점)을 피하고 대부분 중간 점 가까이 

선택한다고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7점 척도를 사용했다. 또한, 관심도

를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질문과 함께, 관심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도 하 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인위적으로 관심이 높여진 상태

이므로 이에 관한 질문은 생략한다.

․ 선생님께서는 “식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입니까?

  |--------|--------|--------|--------|--------|--------|

 (1)       (2)      (3)       (4)       (5)      (6)       (7)

매우 낮다  상당히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      높은 편이다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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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는 “식중독”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식(knowledge) 정도

   참여자들이 식중독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

이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중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 이해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하여 식중독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식중독 

문제의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므로 식중독에 대한 지식을 보다 다

원화하여 식중독의 정의뿐만 아니라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까지 응답하도록 한다. 

   또한 인상내용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정의에 대한 질문은 3차 설문에만 포함된

다. 

․ 선생님께서는 “식중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태도(attitude) 

   식중독은 이미 사회적 태도가 명확한 문제이며, 그것은 식중독 문제의 해결 및 예방에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태도란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정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

를 뜻한다. 즉,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식중독 문제의 이해 과정

이 이에 미치는 향 및 그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이 식중독 문제의 해결에 적절한가를 알아봄으로써 방사선조사 식품의 효

능을 식중독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의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

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각 질문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

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이 “식중독”을 방지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1)       (2)      (3)       (4)       (5)      (6)       (7)

매우 부적절하다.               보통                     매우 적절하다.

․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입하거나 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중립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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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실험에서 알고자 하는 식중독 및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

(understanding)는 위와 같은 4가지의 항목을 분석하여 조사 가능하다. 

   (다) 독자연구 방법 및 절차

   ① 합의수렴회의 모델

   합의 수렴회의 독자연구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survey)로 진행된다. 따라서 실험을 

설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모두 세 가지이다. 독자연구 구성, 독자연구 절차,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독자 연구 설문지의 설계가 그것이다.     

   

   ㉮ 독자연구 구성 

   독자연구 표본은 학부 교양필수 과목 “논리와 철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 인원은 

총 5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 2,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 실험 절차

   독자연구는 12월 4일, 11일, 18일 매일경제에 나갔던 기사를 사전에 배포하고, 그 기사로 정

보를 제공받은 독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2년 

1월 14일에는 독자를 대상으로 1차 신문기사를 배포하 다. 1차 신문기사는 2001년 12월 4일 

매일경제 사회면에 실렸던 간담회 광고 형식의 기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신문기사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방사선조사 식

품은 그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합의를 수렵코

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연락주시는 모든 분께는 관련 자료를 우송해 드립

니다.

   2002년 1월 15일에는 1차 기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

시한다. 1차 설문 조사 이후에, 2차 신문기사를 배포한다. 2차 기사는 2001년 12월 11일 매일경

제 사회면에 간담회 광고 형식의 기사

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신문기사 >

   방사선조사(照射)란 곡물, 야채, 육류 등에 일정량의 감마선을 쬐어 멸균, 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선 조사는 세계 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와 미국 식품의약청 등에서 안전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이나 식품가공업계에서는 기존의 훈증제나 농약처리를 대신할 방법으로 주목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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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17일에는 2차 기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

시한다. 2차 설문 조사 이후에, 3차 신문기사를 배포한다. 3차 기사는 2001년 12월 18일 매일경

제 사회면에 간담회 광고 형식의 기사

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신문기사 >

   살균․살충 및 장기 저장을 위한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량의 국제교역 증가와 함께 차세대 식품가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照射)’의 인체 무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식품의 

양소 파괴와 유통과정상의 문제를 들어 보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관련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② 공공과학과정 모델

   공공과학과정 독자연구 또한 합의수렴회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survey)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실험설계에는 역시 독자연구 구성, 독자연구 절차, 그

리고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독자 연구 설문지의 세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 독자연구 구성 

   독자연구 표본은 학부 교양필수 과목 “언론학 개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 인원은 

총 5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 2,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실험 절차

   독자연구는 12월 4일, 11일, 18일 서울경제신문에 실렸던 광고형 기사를 사전에 배포하고, 

그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독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2002년 1월 14일에 표본 대상 독자에게 1차 신문기사를 배포하 고, 1차 신문

기사는 2001년 12월 4일 서울경제신문 사회면에 실렸던 간담회 광고 형식의 기사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1차 신문기사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에서는 식중독 문제에 대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학교급식의 확대와 함

께 식중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일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락주시는 모든 분께는 관련 자료를 우송

해 드립니다.

   2002년 1월 15일에는 1차 기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1차 설문 조사 이후에 2차 신문기사를 배포하 다. 2차 기사는 2001년 12월 11일 서울

경제신문 사회면에 간담회 광고 형식의 기사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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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신문기사 >

   최근 식중독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의 식중독 발생 건당 환자수

가 70명으로 전년의 4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식품으로는 육류와 어

패류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병한 환자수가 전체의 78%에 달해 대책마

련이 시급합니다. 연락주시는 모든 분께 관련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2002년 1월 17일에는 2차 기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2차 설문 조사 이후에, 3차 신문기사를 배포한다. 3차 기사 역시 2001년 12월 18일 서울경

제신문 사회면에 간담회 광고 형식으로 게재되었던 기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신문기사 >

   한해에 7천명 이상이 발병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조리 및 보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가열 조리 하는 등 전통적 예방법 이외에 식품에 감마

선을 쪼여 살균하는 ‘방사선 조사(照射)’ 처리법이 있습니다. 살균, 살충 및 장기 저장을 위한 방사선조

사 기술은 식량의 국제교역 증가와 함께 차세대 식품 가공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는 모든 분께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3) 상물 제작 및 지상파방송 방

   방사선조사 식품을 일반국민들에게 노출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방송매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방 하는 것이다. 신문을 비롯한 신문

매체의 경우 독자의 범위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독자층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 개인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매체를 구매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특별한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사보게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특히, 주요 홍보대상의 하나인 학생층에 

대한 노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비해 방송매체는 텔레비전이 거의 국내 전 가구에 보급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

으며, 시청행위 자체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보다 광범위한 노출이 가능하다. 이 장

에서는 먼저 국내의 방송매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이

용가능한 매체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방 중인 과학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의 상물 제작에 참고하고자 한다. 국내 방송매체 현황과 과학프로그램

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향후 방사선조사 식품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관련 아이템의 방송매

체 활용과 관련한 연구와 실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가) 국내 방송매체 현황

   국내의 방송매체는 크게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세분되는데, 텔레비전방송은 KBS, MBC, EBS 그리고 SBS를 포함한 11개 

지역민방사업자(제주방송포함)가 있으며, 라디오방송은 KBS, MBC, SBS, EBS 등 공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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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업자와 8개의 특수방송사업자(종교방송 5개, 교통방송 2개, 국악FM방송 1개)가 있다. 

   지상파방송은 사회적 향력이나 산업․경제적 규모에서 모두 우리 나라 방송의 근간을 형

성한다. 이미 1991년 말 컬러TV 수상기 보급대수가 834만대에 이르러 이후 포화상태로 규정하

고 있다
(36)

. 특히, 9개 지방총국과 16개 지역국을 포괄하는 한국방송(KBS)과 19개 지방계열사

와 연계된 문화방송(MBC)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1991년 

서울방송(SBS)이 개국하여 지역민 방송과 가맹국(affiliate) 체제를 통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

하 으며, 지역민방 중 유일하게 경인방송(iTV)이 독립국(independent station)으로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 KBS, MBC, SBS의 3대 네트워크 방송사는 주수입원인 방송광고 시장에서

도 전체의 90% 이상
(37)

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으로 나뉘어진다.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전

파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유선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전송함으로

써 난시청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60년대부터 난시청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어었다.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방송 외에 해외 위성방송 재전송,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신료 등으로 가입자가 690만 가구(2000년 말 기준)에 이르 으나, 일부 지역의 종합

유선방송으로의 전환 등으로 2002년 6월말 현재 450만 가구로 감소하 다
(38)

. 

Table 5-2.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가구 현황 

구 분
가입가구수 2002년 6월

가구점유율

6월 증가율

(’01년 대비)2002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6월

전국대상가구수 15,442,700 15,720,668 16,080,111 100.0% 2.3%

유선전체(A+B) 9,991,986 10,906,173 11,261,787  70.0% 3.3%

종합유선(A) 3,086,267 5,844,118 6,911,514  43.0% 18.2%

중계유선(B) 6,905,719 5,062,055 4,523,018  28.1% △10.6%

위성방송 301,594 1.9% -

    * 방송위원회 (2002), 2002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81, 84 재구성.

   종합유선방송은 1995년 21개의 채널로 출범한 케이블TV로 직접 방송물을 제작․전송하는 

다채널 전문방송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유선방송은 케이블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송망사업자

(NO: Network Operator)와 전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Program Provider), 각 지역에서 가입자 관리 및 채널편성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의 3분할 체제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 공급사(PP)의 현황은 Table 5-2와 같다. 출범 

초기 가입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전하 으나, 중계유선의 종합유선 전환, 저가형 상품 개발, 

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가 2000년 3백만 가구에서 

2002년 6월 현재 690만 가구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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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주요 프로그램 공급사(PP) 현황

공급분야 채널명 공급분야 채널명

보도 MBN,YTN 종교
불교TV, 기독교TV

평화방송TV

화

OCN,OCN액션

NTV,무비플러스

HBO,HBO플러스

홈쇼핑
CJ39쇼핑

LG홈쇼핑

드라마
MBC드라마넷

SBS드라마플러스
여성 동아TV,SDNTV

스포츠
SBS스포츠30

SBS골프채널
생활․취미

리빙TV,웨딩채널

바둑채널,푸드패널

음악
m.net,m.net논스톱

KMTV
어린이 대교방송,JEI스스로방송

연예․오락 코미디TV,EtN 다큐․과학
Q채널,CTN,환경TV

의료+건강26,e채널

만화 투니버스 공공
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

          * 한국케이블TV협회 홈페이지(www.kcta.or.kr)의 내용을 재구성함.

   위성방송은 적도 상공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신호로 가입자에게 직

접 전달하는 방식의 방송이다. 기존 방송과 달리 지형적 조건에 향을 받지 않으며 케이블 설

치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소형 접시형 안테나와 컨버터의 설치만으로 방송수신이 가능하다

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플랫폼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년 3월 

개국하 다. 스카이라이프는 액션 화, 고전 화 등 다양한 화채널과 뉴스, 음악, 스포츠, 오

디오, 외국채널 등 14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과학관련 프

로그램 공급사로는 Q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 의료+건강26, e채널, 환경TV, 

CTN 등이 있다.  

   (나) 상물 제작․방  추진 방향

   ① 매체 선정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매체별 이용시간은 지상파TV가 하루평균 210분 유선/위성

방송이 54분으로 지상파TV가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상파TV의 경우 4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29.6%, 2시간에서 4시간 사이가 42.8%로 응답자의 72.4%가 매일 2시간 이상 TV

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유선/위성방송은 30분 이하가 52.7%, 30분에서 1시

간 30분이 26.4%로 응답자의 79.1%가 1시간 30분 이내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의 매체간 상대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지상파 방송은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이 높았으며, 특히 과반수 이상이 뉴스나 정보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55.5%), 가장 재미있

는 매체(51.5%)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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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매체간 상대 인식

구  분
지상파

방송

유선/

위성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간에

차이없다
기타 합계

뉴스나 정보를 믿을 수 있다 55.5 1.8 18.6 5.1 17.4 1.6 100.0

가장 재미있다 51.5 8.1 5.0 19.2 11.7 4.6 100.0

평소에 가장 자주 이용한다 48.1 4.1 12.3 28.2 3.1 4.3 100.0

시간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찾게 된다 48.0 7.0 13.5 25.2 2.6 3.7 100.0

나의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된다 35.9 2.6 16.9 30.6 10.3 3.8 100.0

   일반국민들의 시청시간과 매체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방사선조사 식품에 관한 상물의 

방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상파TV가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

로 여겨진다. 앞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모든 가구에서 지상파방송의 수신이 가

능하다고 볼 때, 유선방송이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을 합해 전체 가구의 약 70%, 위성방송이 

1.8%만이 가입하고 있어 접근가능 시청자의 규모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청시간

에서도 약 4배 가량 지상파TV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도도 타매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에 대한 노출이나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파방송은 그 내용이나 품질의 측면에서 타 매체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는다. 지상파방

송의 공익적 성격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질적으로 양호하다고 해도 방 이 어려우며, 

내용이 공익적이라도 전국 네트워크방송에 걸맞는 촬 ․편집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력이나 파급력 면에서 지상파방송과 유선 또는 위

성방송의 차이는 매우 크다. 따라서, 1차 목표를 지상파방송 방 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되, 불

가능할 경우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모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과학 전문채널을 이용하기

로 한다.

   ② 방 시간 확보방안

   지상파방송을 이용하여 상물을 방 하는 방법은 다음의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①안   별도의 프로그램 특별편성 

     ②안   기존 정규편성 과학 관련 프로그램 이용

     ③안   기존 일반 프로그램 내에 꼭지 편성

   ①안은 방사선조사 식품을 소재로 한 별도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은 기존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제작방향과 의도를 관철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이 방법은 

방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지상파방송국의 프로그램 개편이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편성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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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안은 ‘과학의 눈(EBS)’, ‘환경스페셜(KBS1)’, ‘아는 것이 힘이다(SBS)’ 등 기존 과학 관련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존 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함으

로써 방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본 연구팀이 제작하는 상물이 기

존 프로그램의 성격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 기존 방송국 제작진과 제작과정에서 의

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방송국측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해 온 제작방향을 외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팀의 제작의도를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③안은 ‘취재파일4321(KBS1)’, ‘시사매거진2580(MBC)’ 등 시사프로그램이나, ‘VJ특공대

(KBS2)’, ‘6mm세상탐험(MBC)’ 등 소프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가능한 방안이기는 하나, 방 시간이 제한되어 담고자 하는 내용

들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에 맞추다 보면, 본래 

연구팀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직접 방송국 실무진들과 접촉하 다. 그 결과, 연구팀의 접근

가능성과 제작의도의 충실한 실현이 상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방안은 실제적으로 애초의 제작의도를 실현하기 어렵고, 제작의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둘 중의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

는 것이다. 

     ④안   액세스 프로그램 활용

   그런데, 애초의 이 세 가지 방안 이외에 또 다른 방안이 제기되었다. ‘액세스 프로그램

(access program)’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청자에 대한 일방적 정보흐름을 견제하고 시

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 하도록 하

는 제도이다.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공 방송인 KBS

로 하여금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령규정은 다음과 같다. 

o 방송법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⑥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 참

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o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 ,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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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제 KBS는 ‘열린채널’이라는 타이틀의 액세스 프로그램을 1채널에서 매주 토요일 16시 30

분부터 30분간 편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작한 ‘戶主制 폐지, 평등가

족으로 가는 길’이 2001년 5월 5일 처음으로 방 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

작하는 데 대한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제적으로 적극적 참여가 어려워 결방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방  이후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적 문제발생 우려로 심사과정에서 편성불가 판

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들에 비해 제작자들이 기획과 편집과정

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일정한 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④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 다. 

   (다) 액세스 프로그램의 활용

   시청자의 권익을 위한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방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전의 심의과정을 통해 내용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일정한 기

준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전절차의 숙지 및 품질기준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의 전반적 운 은 KBS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출된 프로그램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 협의회’의 심사를 마친 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과 ‘KBS송출기술기준’에 의한 검토를 거쳐 편성․송신하게 된다. 그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

다. 

 

   ① 편성 현황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채널

매주 토요일 오후 4:30～5:00(30분) 
(실제 제작시간은 앞ㆍ뒤의 '타이틀'과 '편성고지'부분 약40초를 

포함하여 28분 30초 정도가 KBS의 ‘제작시간기준’입니다.)

KBS 제1TV

   ② 방송체계 및 방송기준

   o 기획ㆍ제작: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은 시청자(개인, 단체)가  

          ① 직접 기획ㆍ제작(하여 운 자에게 제출하거나),     

          ②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 기획안(이하 ‘기획안’) 등을 운 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심

사한 운 자가 제작을 승인할 경우, 제작에 착수하고 

   o 심사ㆍ선정 등 운 : 제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 자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 협의회

(이하 운 협의회 또는 운 자)가 심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방송할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KBS에 편성을 요청하며,

   o 편성ㆍ송신: KBS는 운 자가 요청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위원

회규칙 제31호)에 의한 사전심의와 KBS의 송출기술기준에 의한 검토를 거쳐 편성ㆍ송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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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방송 절차

방송신청자

(기획제작자)

자격 ① 방송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시청자(개인), ② 비 리 단체

방송

신청

형태

제작신청 운 자에게, 기획서 등을 제출하여 제작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 

편성신청

운 자에게, 제작한 아래 각 테이프를 제출하여 편성을 신청하는 것 

 1. 제작을 완료한 방송용 프로그램 테이프(☞복사본 제출)

 2. 중간 제작물: 자막, 해설, 효과 입력 등 최종 종합편집을 하지 않고, 촬

ㆍ녹화한 내용물을 가편집 했으되 전반적 제작시간과 내용을 입증하는  

테이프 (☞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

운 자

 KBS시청자위원회 [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 협의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신청접수, 심사ㆍ선정, 제작비 지원 등 운 전반은 시청자 대표

기구인 ‘KBS 시청자위원회’가 담당하되 실제로는 동 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시청자참

여프로그램 운 협의회’에서 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성ㆍ송신자  KBS

   o 방송기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개인 및 단체)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바 그 내

용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다만 방송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 KBS의 설립 목적, 방송의 ‘목적’,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준수

해야 합니다. ☞참조 : 방송법 제1ㆍ5ㆍ6ㆍ43ㆍ44조

    -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조 : 방송법 제32ㆍ

33조 및 위 규정

    - 일체의 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내용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배제 또는 금지됩니다.

       ☞참조  1.「KBS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기준」

               2.「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 지침」제2ㆍ18∼20조 등

 나.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연구

  (1)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 및 성인 대상 교육

   (가) 교육자료 확보 및 교육내용

   ① 교육자료 확보

   일반 소비자(성인)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 교육 자료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본부를 둔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ire의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ICGFI)에 의해 제작된 “Facts about Food 

Irradiation"
(39)

과 미국 The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의 Food Ingredients Council에

서 제작한 ”Focus on Food Irradiation",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작한 “방사선 조사식

품을 알아봅시다”
(40)

와 기타 많은 방사선 관련논문
(19,25,33)

을 수집하여 교육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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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응답자 분포

                                                                      (교육전 근거)

비율(%) 빈도수 유효(%)

성별

남자 45.1 146

여자 54.9 178

계 324 99%

연령

19세이하 1.6 5

만20∼29세 77.6 249

만30∼39세 15.0 48

만40∼49세 5.0 16

만50세이상 1.0 3

계 321 98%

교육

수준

중졸이하 0.6 2

고졸이하 6.8 22

전문대졸 14.0 45

대졸 또는 재학 75.5 243

대학원졸 또는 재학 3.1 10

계 322 98%

급여수준

100만원이하 12.5 38

101만원∼200만원 36.2 110

201만원∼300만원 26.6 81

301만원∼500만원 20.7 63

501만원∼1천만원 2.6 8

1천만원이상 1.3 4

계 304 92%

직업

일용직근로자 0.6 2

자 업 1.0 3

판매/유통/서비스업 7.3 23

기업사무직근로자 10.2 32

기업생산직근로자 3.2 10

기업경 자/임직원 0.6 2

공무원/교사/군인/경찰 7.0 22

자유전문직(의사/변호사등) 3.2 16

농업/어업/축산업/임업 - -

학생 53.2 167

전업주부 2.2 7

무직 1.3 4

기타 8.3 26

계 314 95%

   ② 교육내용

   총 41개의 천연색 슬라이드를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27개의 슬라이드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정의, 현재의 화학약품 사용현황, 식품조사의 이점, 방사선  흡수선량의 정

의, 방사선 관련 용어 해석, 방사선 조사의 발전사 및 식품 조사의 이용 및 조사 시설의 안전

성 여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변화 및 식품 조사의 규격 및 기준, 식품에 대한 조사 선

량의 기준, 허가 품목 현황 및 국가별 허가 품목의 종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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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슬라이드는 방사선 조사 식품과 조사하지 않은 식품들에 대한 저장 기간별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방법

   ① 교육대상

   총 328명의 일반 성인이 교육 대상으로 참여하 다.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45.1%, 여자가 

54.9% 으며, 연령분포는 19세에서 50세 이상까지의 고른 분포를 나타낸 가운데, 만 20세에서 

29세까지가 전체의 77.6%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만 30세에서 39세까지가 15.0%로 다음 순위

를 나타내었다. 교육 수준은 92%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또한 다양하여 일용 근로직에서 전문직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총 2회에 걸

쳐서 조사에 참여하 으며, 1차에는 방사선 조사에 관하여 전혀 인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 고, 질문지의 응답 시간은 20분간으로 하 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1주일 후 50분간 방사선 조사 교육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방사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1차 

때와 같은 질문지를 배포하여 20분간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다. 응답자는 대부분 충남 

지역, 경기도,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이었다(Table 5-6).  

   ② 교육방법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교육은 주입식으로 50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 후 의문사

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 고, 질문에 대한 응답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다. 

교육과 관련한 질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바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20분간 답

을 하도록 요청하 다. 한번에 참석 가능한 사람의 수는 40-45명 정도로 제한하 다.

   (다)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총 17개의 질문과 사회통계학적 질문 5항목 등 총 2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17개의 질문 가운데 9개의 항목은 공개질문(open end)으로서 각자 생각하는 것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질문지의 전반은 일반적인 건강 관련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반은 방

사선 조사 관련 질문, 후반은 방사선 조사 관련 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질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분석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여 한 가지나 두 가지로 제한하 다.

   (라) 조사 방법 및 응답자 분포

   ① 실험자료 수집

   수집된 질문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코딩화 작업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 다. 공개 질문은 각 그룹별로 모아 빈도수로 전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 다. 

   ② 응답자 분포

   교육 전과 교육 후 참석자는 총 329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응답자 가운데 남자는 45.1%를 차지하 고, 여자는 54.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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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 다. 연령별로는 만 20세에서 29세까지가 전체 분포의 77.6%를 차지하 고, 만 30세에

서 39세까지가 15.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20대와 30대 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

별로는 대졸 및 대학 재학중이 75.5%를 차지하여 비교적 고학력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실험을 행하 다. 고졸이하(중졸 포함)도 7.4%나 차지하 다. 소득 수준은 101만원에서 200만

원까지가 36.2%를 차지하 고, 201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26.6%, 301만원에서 400만원까지가 

20.7%를 차지하여 비교적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이 53.2%, 기업 사무직 및 공무원, 교사 등이 17.2%의 순서로 나

타났다.

   (마)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카이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각 그룹간의 차이는 T 검정을 적용하여 

분석하 다. 공개 질문에 대한 분석은 그룹별 빈도수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로 나타내었다.

  (2) 상 교육자료 개발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① 교육자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교육 자료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본부를 둔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ire의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ICGFI)에 의해 제작된 “Facts about Food Irradiation"

과 미국 The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의 Food Ingredients Council에서 제작한 

”Focus on Food Irradiation",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작한 “방사선조사식품을 알아봅

시다”와 기타 많은 방사선 관련논문을 수집하여 교육 자료를 확보하 다.   

   ② 교육내용

   비디오와 슬라이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했으며, 학

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방 시간은 15분으로 하 다. 비디오는 Purdue Research 

Foundation(1993)의 “The Future of Food Preservation"
7)
를 편집하여 한 로 번역하고 재녹음

하여 제작하 다. 슬라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많이 넣어 제작하 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정의, 식품조사의 장점, 방사선  조사시설의 소개, 식품조

사의 이용,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변화,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③ 교육대상

   하남과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초․중등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2000년 6월에 교육을 실시하

다. 비디오와 슬라이드 교육은 각각 360명(초등학교 5학년생 120명, 중학교 2학년생 2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생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중학생은 남학교와 여학

교에 재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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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육방법

   초등학생의 교육은 한 학교의 6학급을 비디오 교육반 3학급, 슬라이드 교육반 3학급으로 나

누어 실시하 다. 중학생은 여학교와 남학교를 1학교씩 선정하여, 각 학교의 6학급을 비디오 

교육반 3학급, 슬라이드 교육반 3학급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이들은 총 2회에 걸쳐서 조사에 

참여하 으며 1차 조사는 방사선 조사에 관하여 전혀 인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 고 질문지 응답시간은 15분으로 하 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3-4일 후 15분

간 방사선 조사 교육 비디오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

다. 교육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 다.  

   ⑤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식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하 다. 설문지는 8개 항

목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3개의 질문은 공개질문(open end)로서 각자 생각하는 

것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설문지의 물음은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 식품에 대한 구입 여부,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으

로 이루어졌고,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문항목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 방법 및 응답자 분포

   ① 실험자료 수집

   수집된 질문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코딩화 작업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 다. 공개 질문은 각 그룹별로 모아 빈도수로 전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 다. 

   ② 응답자 분포

   비디오와 슬라이드 본 연구의 교육 전에 실시한 조사에는 720명이 설문지에 응했으나 응답

내용이 부실하여 결과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결과 총 697명의 결과를 분석하 다. 

이들 응답 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 녀의 비율은 남자는 48.78%로 340명이고, 

여자는 51.22%로 357명이다. 초등학생은 총 697명 중에서 224명으로 32.14%이고, 중학생은 

473명으로 67.86%이다. 응답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1세에서 15세의 분포 중에

서 초등학생은 12세가 30.56%, 2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15세가 64.85%, 4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디오로 교육받은 학생 340명 중에서 남, 녀의 비율은 남자가 48.82%로 166명이고, 여자가 

51.18%로 174명이다. 그리고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10명으로 32.35%이고, 중학

생은 230명으로 67.65%이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교육받은 357명 중에서 남, 녀의 비율은 남자

가 48.74%로 174명이고, 여자가 51.26%로 183명이다. 357명의 학생 중 초등학생은 114명으로 

31.93%이고, 중학생은 243명으로 68.07%이다(Table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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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응답자 분포

비디오 슬라이드 계

성별

남 166 (48.82%) 174 (48.74%) 340

여 174 (51.18%) 183 (51.26%) 357

계 340 357 697

교육정도

초등학생 110 (32.35%) 114 (31.93%) 224

중학생 230 (67.65%) 243 (68.07%) 473

계 340 357 697

연령

10세 0 (0.00%) 0 (0.00%) 0

11세 1 (0.29%) 7 (1.96%) 8

12세 106 (31.18%) 107 (29.97%) 213

13세 3 (0.88%) 0 (0.00%) 3

14세 14 (4.12%) 7 (1.96%) 21

15세 216 (63.53%) 236 (66.11%) 452

계 340 357 697

   ③ 통계 분석

   본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설문지는 SAS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 다. 통계분석은 카이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공개 질문에 대한 분석은 그

룹별 빈도수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로 나타내었다.

  (3) 교육용 만화 제작 및 교육효과 비교

   (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① 교육자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교육 자료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본부를 둔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ire의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ICGFI)에 의해 제작된 “Facts about Food Irradiation"

과 미국 The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의 Food Ingredients Council에서 제작한 

”Focus on Food Irradiation",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작한 “방사선조사식품을 알아봅

시다”와 기타 많은 방사선 관련논문을 수집하여 교육 자료를 확보하 다.   

   ② 교육내용

   비디오와 슬라이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했으며, 학

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방 시간은 15분으로 하 다. 만화는 만화가에게 의뢰하여 고려대학

교 생명공학원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에서 자체 제작하 다. 비디오는 Purdue Research 

Foundation(1993)의 “The Future of Food Preservation"를 편집하여 한 로 번역하고 재녹음하

여 제작하 다. 슬라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많이 넣어 제작하 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정의, 식품조사의 장점, 방사선 조사시설의 소개, 식품조

사의 이용,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변화,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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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대상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초․중등학생 654명을 대상으로 2002년 7월에 교육을 실시하

다. 만화 교육은 242명(초등학교 5학년생 121명, 중학교 2학년생 121명), 만화-비디오 교육은  

205명(초등학교 5학년생 77명, 중학교 2학년생 128명), 만화-슬라이드 교육은 207명(초등학교 5

학년생 83명, 중학교 2학년생 1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④ 교육방법

   만화 교육은 초등학교 3학급과 중학교 3학급, 만화-비디오 교육은 초등학교 2학급과 중학교 

3학급, 만화-슬라이드 교육은 초등학교 2학급과 중학교 3학급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이들은 

총 2회에 걸쳐서 조사에 참여하 으며, 1차 조사는 방사선 조사에 관하여 전혀 인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 고, 질문지 응답시간은 15분으로 하 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3-4일 후 15분간 방사선 조사 교육 만화, 만화-비디오, 만화-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교

육을 실시한 후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 다. 교육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

다.  

   ⑤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식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하 다. 설문지는 8개 항

목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3개의 질문은 공개질문(open end)로서 각자 생각하는 

것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설문지의 물음은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 식품에 대한 구입 여부,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으

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에 관한 사항도 질문항목에 포함시켰다.

   (나) 조사 방법 및 응답자 분포

   ① 실험자료 수집

   수집된 질문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코딩화 작업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 다. 공개 질문은 각 그룹별로 모아 빈도수로 전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 다. 

   ② 응답자 분포

   본 연구의 교육 전에 실시한 조사에는 657명이 설문지에 응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하여 결

과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결과 총 654명의 결과를 분석하 다. 이들 응답 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 녀의 비율은 남자는 43.73%로 286명이고, 여자는 56.27%로 

368명이다. 초등학생은 총 654명 중에서 281명으로 42.97%이고, 중학생은 373명으로 57.03%이

다. 응답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1세에서 16세의 분포 중, 초등학생은 11-13세 

중에서 12세가 95.4%, 2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14-16세 중에서 15세가 89.8%, 335

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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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로 교육받은 학생 242명 중에서 남, 녀의 비율은 남자가 38.8%로 94명이고, 여자가 

61.2%로 148명이다. 그리고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21명으로 50.0%이고, 중학생

은 121명으로 50.0%이다. 

  만화-비디오로 교육받은 학생 205명 중에서 남, 녀의 비율은 남자가 54.1%로 111명이고, 여

자가 45.9%로 94명이다. 교육 정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77명으로 37.6%이고, 중학생은 

128명으로 62.4%이다.

   만화-슬라이드로 교육받은 207명 중에서 남, 녀의 비율은 남자가 39.1%로 81명이고, 여자가 

60.9%로 126명이다. 이 207명의 학생 중 초등학생은 83명으로 40.1%이고, 중학생은 124명으로 

59.9%이다(표 5-9). 

   ③ 통계 분석

   본 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설문지는 SAS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 다. 인구 통계학적 분석은 카이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는 paired-samples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리고 공개 질문에 대한 분석은 그룹별 

빈도수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로 나타내었다.

 

Table 5-8. 응답자 분포

만화 만화-비디오 만화-슬라이드 계

성별

남 94 (32.9%) 111 (38.8%) 81 (28.3%) 286

여 148 (40.2%) 94 (25.6%) 126 (34.2%) 368

계 242 205 207 654

교육정도

초등학생 121 (43.1%) 77 (27.4%) 83 (29.5%) 281

중학생 121 (32.4%) 128 (34.3%) 124 (33.3%) 373

계 242 205 207 654

연령

11세 3 (75.0%) 0 (0.0%) 1 (25.0%) 4

12세 118 (44.1%) 73 (27.2%) 77 (28.7%) 268

13세 0 (0.0%) 4 (44.4%) 5 (55.6%) 9

14세 22 (61.1%) 9 (25.0%) 5 (13.9%) 36

15세 98 (29.3%) 119 (35.5%) 118 (35.2%) 335

16세 1 (50.0%) 0 (0.0%) 1 (50.0%) 2

계 242 205 207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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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연구

  (1)  청소년 대상 전국조사 연구

   (가) 연구결과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두 1,159개 다. 이것의 광역시도별 지역적 분

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남녀비는 남자 48.9%, 여자 51.1%로 

총조사 결과에 비해 여자쪽으로 약간 편향되었으나, 조사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성별․학년별 분포는 Table 5-9와 같다.

Table 5-9. 성별․학년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구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계

남자 40  51  95  94  94  98  95 567 (48.9%)

여자 52  50  96  98  99  97 100 592 (51.1%)

소계 92 101 191 192 193 195 195 1,159

계 193 576 390 1,159

Table 5-10. 사전노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 분 성인 청소년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사전노출 응답자수 101 (8.7%) 46 (4.0%) 85 (43.6%) 46 (30.5%)

비노출 응답자수 1,060 (91.3%) 1,113 (96.0%) 110 (56.4%) 105 (69.5%)

계 1,161 (100.0%) 1,159 (100.0%) 195 (100.0%) 151 (100.0%)

Table 5-11. 사전노출 응답자 분포 및 비노출집단의 구분

(단위: 명, %)

구 분

사전노출 응답자 비노출 응답자

계
초5-초6 중1-중3 고1-고2 소계

단순정보

제공집단

효과정보

제공집단

응답자수 7 19 20 46 585 528 1,159

% 3.6 3.3 5.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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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전 노출여부

   ‘방사선조사 식품’을 들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46명으로 전체 유효 응답자 1,159명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Table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의 8.7%와 비교해도 매우 낮

은 수치이다. 사전노출 응답자를 학년별로 구분한 Table 5-11을 보면, 고등학생이 5.1%로 3%

대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생이 16명(8.2%)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방사선조사 식품’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전비노출’ 응답자

에게는 무작위적으로 단순정보 또는 효과정보를 제공하 으며, 사전노출 응답자에게는 어떤 정

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다는 것은 주목, 인지로 이어지는 다음 사고(思考)과

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노출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노출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미지’ 형성이 시도될 수 있다. 곧,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

한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출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② 인상내용

   인상내용은 분석 가능한 998개의 응답에 대하여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묶어나가는 방법

으로 유목화를 실시하 다. Table 5-12는 인상내용에 대한 유목화의 최종 결과이다. 2차 유목 

가운데 앞의 4개 유목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유목들은 비가치(nonvalue)적인 것들이다. ‘긍정적 평가’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표현한 응답을 묵은 것이고, ‘긍정적 효과’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

사의 구체적 효과나 결과를 나타낸 응답을 묶은 것이다.

Table 5-12.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상내용 분석유목

3차 유목 2차 유목 응답 사례 (1차)

긍정적

인상

긍정적 평가 깨끗함, 유익함, 안전함, 무해함, 안심 등

긍정적 효과 살균, 저장/보존, 성장억제, 부패방지, 감염억제 등

부정적

인상

부정적 평가 해로움, 찜찜함, 거부감, 인위적, 무서움 등

부정적 효과 오염, 기형아, 발암, 다이옥신, 부작용 등

식품관련

인상

식품일반 육류, 햄, 과일, 야채류, 우유, 유기농식품 등

수입식품 수입콩, 수입쇠고기, 검역 등

식품가공법 인스턴트, 통조림, 훈제, 컵라면 등

방사선관련

인상

(의료용)방사선 동위원소, X-ray, 방사선치료, 원자력병원 등

방사능/원자력 핵발전소, 체르노빌, 핵폭발, 방사능유출 등

기타 유전자조작(변형), 레이저, 적외선 등

기타 농약/방부제, 과학, 발전, 변이, 세균, 질병, 신기함, 어려움, 복잡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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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깨끗함’, ‘유용하다’, ‘믿을 수 있다’ 등은 ‘긍정적 평가’에 포함되며, ‘살균’, ‘성장

억제’, ‘장기보존’ 등은 ‘긍정적 효과’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해롭다’, ‘불안하다’, ‘혐오감’ 등은 

‘부정적 평가’로 ‘환경파괴’, ‘기형아’, ‘발암물질’ 등은 ‘부정적 결과’로 분류되었다. 

   식품과 관련된 인상내용으로 ‘식품일반’, ‘수입식품’, ‘식품가공법’의 3가지 유목이 추출되었

으며, 원자력, 방사능 등과 관련하여 ‘(의료용)방사선’, ‘방사능/원자력’, ‘방사능관련 기타’의 

3가지 유목이 분석되었다. 이상의 10가지 유목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응답은 ‘기타’로 구

분하 다. 그래서 모두 11개의 2차 유목을 추출하 다. 

   ㉮ 초중고별 인상내용 비교 

   유사한 응답끼리 묶어나가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Table 5의 유목 구분에 따라 

초중고생의 인상내용을 분석한 것이 Table 5-13이다. 초중고생의 인상내용 분석에 대한 통계

적 검증결과(χ
2
=46.414, df=22, p≤0.05)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고등학생이 

11.1%로 초등학생의 8.3%, 중학생의 7.7%에 비해 세 집단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의 경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9.2%와 8.3%로 큰 차이가 없

었으나, 초등학생은 6.4%로 이들보다 적었다.

Table 5-13. 초중고별 인상내용 비교

(단위: 빈도, %)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긍정적

인상

긍정적 평가  13 ( 8.3)  38 ( 7.7)  39 (11.1)  90 ( 9.0)

긍정적 효과  10 ( 6.4)  45 ( 9.2)  29 ( 8.3)  84 ( 8.4)

소계  23 (14.6)  83 (16.9)  68 (19.4) 174 (17.4)

부정적

인상

부정적 평가  28 (17.8)  71 (14.5)  72 (20.6) 171 (17.1)

부정적 효과  10 ( 6.4)  57 (11.6)  29 ( 8.3)  96 ( 9.6)

소계  38 (24.2) 128 (26.1) 101 (28.9) 267 (26.8)

식품관련

인상

식품일반  41 (26.1)  79 (16.1)  51 (14.6) 171 (17.1)

수입식품 -   1 ( 0.2) -   1 ( 0.1)

식품가공법   2 ( 1.3)  27 ( 5.5)  12 ( 3.4)  41 ( 4.1)

소계  43 (27.4) 107 (21.8)  63 (18.0) 213 (21.3)

방사선관련

인상

(의료용)방사선   8 ( 5.1)  36 ( 7.3)  37 (10.6)  81 ( 8.1)

방사능/원자력   6 ( 3.8)  43 ( 8.8)  22 ( 6.3)  71 ( 7.1)

기타  13 ( 8.3)  30 ( 6.1)  19 ( 5.4)  62 ( 6.1)

소계  27 (17.2) 109 (22.2)  78 (22.3) 214 (21.4)

기타  26 (16.6)  64 (13.0)  40 (11.4) 130 (13.0)

계 157 (100.0) 491 (100.0) 350 (100.0) 998 (100.0)

missing  36  85 40 161

합계 193 576 390 1,159

   χ2=46.414, df=22,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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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긍정적 평가’나 ‘긍정적 효과’만을 보았을 때는 뚜렸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러나, 이것을 묶은 ‘긍정적 인상’은 초등학생의 14.6%에서부터 중학생(16.9%), 고등학생(19.4%)

으로 가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내용의 인상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부정적 평가’는 고등학생에서 20.6%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학생이 14.5%로 가장 적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는 중학생에

서 11.6%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것을 ‘부정적 인상’의 유목으로 묶었을 경우, 초등학생 

24.2%, 중학생 26.1%, 고등학생 28.9%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은 식품이나 방사선 관련 인상내용과 달리 가치 평가가 포함

된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인상내용 보다 진전된 인지작용이 이루어졌음

을 보여준다. 즉, 그 대상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가치판단 과정을 거쳐 평가

에 이르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가치가 포함된 인상내

용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학생들의 정보처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식품 관련 인상내용은 초등학생(27.4%)에서 고등학생(18.0%)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단순히 대상식품을 떠올리는 인상내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기

타 유목과 무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관련 인상은 초등학생이 17.2%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2.2%와 22.3%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의료용 방사선’은 

초등학생이 5.1%인데 비해 고등학생은 10.6%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조사중 제공한 정보에는 

방사능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방사선 관련 인상은 부정적 인상 다음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은 주어진 정보를 단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인상내용을 재구성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능력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의 차이가 인상내용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부분적 정보의 제공은 정보제공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상의 형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적 인상과 방사선관련 인상을 더할 

경우 41.7%에 이른다. 이에 비해 초등학생은 식품관련 인상이 27.4%이며, 기타유목의 인상이 

16.6%이고 무응답자도 전체의 18.0%에 이른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내지 교

육시 원하는 방향으로의 인상 형성이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보제공에 따른 청소년의 인상내용 비교

   Table 5-14는 방사선조사 식품을 들어본 적이 있는(사전노출) 응답자와 단순정보 또는 효

과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인상내용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보제공여부 및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 3개 집단의 인상내용의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χ
2
= 63.069, df=22, 

p≤0.05)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노출 응답자는 ‘부정적 평가’가 32.6%로 가장 많으며, ‘부정적 효과’까지 합할 경우 

41.3%를 차지했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은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조사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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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정보

를 제공받은 두 집단보다 ‘부정적 인상’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와 ‘부정적 인상’이 각각 20.2%와 11.5% 으며, 두 유목을 합할 경우 

31.7%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인상은 ‘긍정적 

평가’가 4.7%, ‘긍정적 효과’가 7.3%로 부정적 인상보다 월등히 적었다.

 식품관련 인상은 22.9%로 사전노출집단의 28.3%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노출집단의 

식품관련 인상은 모두 과일이나 야채류 또는 육류 등 ‘식품일반’을 떠올린 것이었다. 이에 비해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식품일반’이 크게 감소하 을 뿐 아니라 ‘식품가공법’이 22건으로 

4.3%를 차지했다. 곧, 단순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사전노출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

상을 떠올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사전노출한 응답자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방사선관련 인상은 21.1%로 사전노출의 15.2% 보다 많았다. ‘(의료용) 방사선’과 관련한 인

상이 7.5%, ‘방사능/원자력’ 관련 인상이 7.7% 다. 이 유목의 인상내용은 방사선 치료나 핵발

전소, 핵폭발 등 방사선조사 식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다.

Table 5-14. 제공한 정보유형별 인상내용 비교

(단위: 빈도, %)

구   분 사전노출집단
단순정보

제공집단

효과정보

제공집단
계

긍정적

인상

긍정적 평가   2 ( 4.3)  24 ( 4.7)  64 (14.3)  90 ( 9.0)

긍정적 효과   2 ( 4.3)  37 ( 7.3)  45 (10.1)  84 ( 8.4)

소계   4 ( 8.6)  61 (12.0) 109 (24.4) 174 (17.4)

부정적

인상

부정적 평가  15 (32.6) 102 (20.2)  54 (12.1) 171 (17.1)

부정적 효과   4 ( 8.7)  58 (11.5)  34 ( 7.6)  96 ( 9.6)

소계  19 (41.3) 160 (31.7)  88 (19.7) 267 (26.8)

식품관련

인상

식품일반  13 (28.3)  93 (18.4)  65 (14.6) 171 (17.1)

수입식품 -   1 ( 0.2) -   1 ( 0.1)

식품가공법 -  22 ( 4.3)  19 ( 4.3)  41 ( 4.1)

소계  13 (28.3) 116 (22.9)  84 (18.9) 213 (21.3)

방사선관련

인상

(의료용)방사선   2 ( 4.3)  38 ( 7.5)  41 ( 9.2)  81 ( 8.1)

방사능/원자력   1 ( 2.2)  39 ( 7.7)  31 ( 6.9)  71 ( 7.1)

기타   4 ( 8.7)  30 ( 5.9)  28 ( 6.3)  62 ( 6.2)

소계   7 (15.2) 107 (21.1) 100 (22.4) 214 (21.4)

기타   3 ( 6.5)  62 (12.3)  65 (14.6) 130 (13.0)

계 46 (100.0) 506 (100.0) 446 (100.0) 998 (100.0)

missing -  79 82 161

합계 46 585 528 1,159

   χ2=63.069, df=2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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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방사선조사 식품과 유사하다고 오해하기 쉬운 ‘방사능’이나 병원의 ‘방사선과’와 관

련된 것이 많았다. 

   효과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부정적 인상은 ‘부정적 평가’가 12.1%, ‘부정적 효과’가 7.6%

로 모두 19.7%로 나타났다. 단순정보 제공시의 31.7% 보다 12% 적었다.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

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긍정적 인상에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가 14.3%, ‘긍정적 효

과’가 10.1%로 합할 경우 긍정적 인상은 24.4%에 이르 다. 사전노출의 8.6%나, 단순정보 제공

시의 8.4%의 3배에 달한다. 단순정보 제공시에 긍정적 인상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에 효과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 인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관련 인상과 방사선관련 인상은 단순정보 제공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

다. 식품관련 인상은 18.9%로 단순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22.9% 보다 다소 감소하 다. 반면에 

방사선관련 인상은 22.5%로 단순정보 제공시의 21.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사전노출 집단의 인상내용은 ‘부정적 평가’와 ‘식품일반’ 유목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 또,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우보다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긍정적 인상의 비중이 

2배 이상 많았으며, 부정적 인상이 적었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장점과 효과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은 일정한 방향으로의 인상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노출집단에 비해 단

순정보 제공집단의 방사선 관련 인상의 비중은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단순정보 제공집단과 

효과정보 제공집단의 방사선관련 인상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제한된 정보의 제공이 

정보제공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청소년과 성인의 인상내용 비교

   Table 5-15는 전년도에 실시한 성인대상 조사의 인상내용 결과와 올해의 청소년 대상 조사

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는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인상내용의 유목별 분포만을 나

타냈다. 사전노출한 경우는 전체 빈도 수가 작아 유목별 분포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다른 변인의 향으로 집단간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

단은 전체 빈도 수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과 성인의 가장 큰 차

이는 부정적 인상내용이다. 성인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이르 으나, 청소년은 

31.6%로 나타났다. 모두 방사선조사 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응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상내용의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5-15.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인상내용

(단위: %)

구 분 성인 조사 청소년 조사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긍정적 인상 17.2 12.1 22.1 8.0

부정적 인상 48.6 31.6 30.5 48.0

식품관련 인상 10.6 22.9 15.3 8.0

방사선관련 인상 11.7 21.1 25.4 32.0

기타 11.9 12.3 6.8 4.0

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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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직접적 향 때문이 아니다. 응답자들의 인지과정에서 기

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 내지 정보들과의 ‘연결짓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이를테면, 성인들이 1940년대 일본의 피폭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의 비율이 모두 작았다. 성인의 긍정

적 인상이 17.2%인데 비해 청소년은 8.4% 으며, 부정적 인상은 성인이 48.6% 청소년이 

31.7%로 가치평가가 포함된 두 유목에서 모두 청소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

년이 성인에 비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련성(relevance)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평가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긍정적 평가’는 성인이 12.2%인데 비해 청소년은 4.7% 으며, ‘부정적 평가’는 성인

이 43.0% 청소년이 20.2% 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청소년이 11.5%로 성인의 5.6% 보다 

많았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긍정적/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적은 것은 자신과의 관

련성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성인의 경우 청소년 보다 방사선조사 식

품이 자신 혹은 소비자에게 유익한지 해로운 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식품관련 인상과 방사선관련 인상은 청소년의 조사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식품관련 인상은 ‘식품일반’의 경우 18.4%로 성인의 2배에 이르 다. 이것은 제공한 

정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 중의 하나 또는 유사한 식품을 떠올린 것이다. 또, 방사선관련 

인상 가운데 ‘방사능/원자력’ 유목의 경우 성인이 2.3% 청소년이 7.7% 으며, ‘기타’의 경우 성

인이 1.6% 청소년이 5.9%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이나 책 등을 통하여 과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노출이 더 빈번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인상내용의 비율이 월등하게 

적었다. 반면에 단순히 식품의 하나를 떠올리거나 방사능, 원자력, 유전자조작 등 과학과 관련

된 인상내용을 떠올리는 경우는 더 많았다. 즉, 청소년의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단편

적 사실 중심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성인은 인체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하는 가치평가

를 포함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

성을 높여준다면 일정한 방향으로의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인상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

겠다.

   ㉱ 정보제공에 따른 인상내용의 변화 비교

   Table 5-16은 각 집단별로 단순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인상내용

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단순정보를 제공하 을 때 보다 효과정보를 제공하

을 때 ‘긍정적 평가’가 9.6%, ‘긍정적 효과’가 2.8% 증가하여 긍정적 인상이 전체적으로 

12.4% 증가하 다. 이에 비해 성인의 경우 긍정적 인상이 8.0% 증가하 으며 소비자․환경단

체의 경우는 6.3% 증가에 그쳤다. 즉, 방사선조사의 효과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청소

년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식품일반’이 11.3%나 감소하 다. 단순정보가 제공된 

경우 단지 조사대상인 식품을 떠올린 데 비해,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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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까지 생각하여 가치평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도 ‘식품일반’이 3.8% 감소

하 다. 소비자․환경단체는 효과정보를 제공하 을 때 ‘부정적 평가’가 13.5% ‘부정적 효과’가 

8.0%나 감소하 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은 2∼4% 정도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방사능/원

자력’ 유목의 비율이 10.2%나 증가하 다. 이것은 효과정보를 제공한 것이 반핵활동을 비롯하

여 자신들이 기존에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정보들과 연관지어 인상내용을 떠올리도록 자극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효과를 포함한 정보는 단순정보에 비해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보를 자극하여 부정적 인상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또, 양사의 경우 효과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부정적 인상이 

증가하 다. 이러한 점들은 전문가 혹은 준전문가 집단의 경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내용에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③ 인상정보 획득경로

   Table 5-18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사전 노출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인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는가를 물은 것이다. 청소년도 다른 성인을 비롯한 다른 집단과 마찬

가지로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의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V/신문에 답한 26명 가운데 24명이 TV를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상을 얻었다고 답

했다. 이러한 TV의 절대적인 향력을 감안하여 TV를 포함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략의 수

립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책과 잡지의 비율도 19.6%로 성인의 8.8%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교육 또한 15.2%로 성인의 

2배에 이르 다. 이에 비해 성인의 경우 13.8%, 소비자․환경단체의 경우 21.4%를 차지했던 경

험이나 통념은 응답자가 하나도 없었다.

Table 5-16. 제공한 정보유형에 따른 인상내용의 차이

(단위: %)

구   분 성  인 청소년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긍정적

인상

긍정적 평가 + 4.7 + 9.6 + 5.1 + 2.2

긍정적 효과 + 3.3 + 2.8 + 6.9 + 4.1

소계 + 12.0 + 12.4 + 12.0 + 6.3

부정적

인상

부정적 평가 - 11.1 - 8.1 + 2.4 - 13.5

부정적 효과 - 2.7 - 3.9 + 1.1 - 8.0

소계 - 13.8 - 11.9 + 3.5 - 21.5

식품관련

인상

식품일반 - 1.3 - 3.8 - 11.3 + 0.1

수입식품 + 1.4 - 0.2 + 0.6 0.0

식품가공법 + 1.0 0.0 0.0 - 2.0

소계 + 1.1 - 4.1 - 10.7 - 1.9

방사선관련

인상

(의료용)방사선 + 0.4 + 1.7 - 5.0 - 1.6

방사능/원자력 + 1.0 - 0.7 + 1.1 + 10.2

기타 + 2.0 + 0.4 - 0.9 - 1.9

소계 + 3.4 + 1.3 - 4.8 + 6.7

기타 + 1.3 + 2.3   0.0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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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7. 인상정보 획득 경로

(단위: %)

구 분 청소년 조사 성인 조사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학교교육 15.2  7.5 17.9  2.4

TV/신문 56.5 63.8 57.1 52.4

도서/잡지 19.6  8.8 16.1 16.7

경험/통념  2.2 13.8  5.4 21.4

강연/주위사람  2.2  1.3  3.6  7.1

기타  4.3  5.0 - -

계 100.0 100.0 100.0 100.0

즉, 청소년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하기보다는 책이나 학교교육 등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정보

입수 채널을 통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들이 ‘경험/통념’

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구체적인 인상정보 획득경로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터넷, 과학관, 과학이벤트 등의 보기도 있었으나 응답자가 없었다. 인터넷은 최근 급속한 

보급의 확대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하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

보제공 창구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관과 과학이벤트는 일상적인 노출 창구

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노출시 주목 정도가 높으며 긍정적 이미지를 갖기 쉬

우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정보원(information source) 신뢰도

   정보원 신뢰도는 ‘정부’, ‘국제기구’ 등 6가지의 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각각 얼마나 신

뢰하겠는지를 물은 것이다. 각각의 정보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문지에 몇 가지의 예를 제시하 다. 각각의 정보원에 대해 ‘전혀 안 믿는다’의 1점에서 ‘전적

으로 믿는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하 다. Table 5-18은 각 집단의 정보원에 대

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5-18. 정보원 신뢰도

(5점 척도에 의한 평균값임)

구 분 청소년 성 인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93 (1.08) 2.61 (1.04) 2.95 2.20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3.79 (1.13) 3.73 (1.02) 3.87 3.44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3.61 (1.12) 3.77 (1.08) 3.70 3.97

과학기술 연구기관 3.83 (1.05) 3.70 (1.02) 3.63 3.29

식품관련 기업 2.71 (1.27) 2.00 (0.98) 2.33 1.77

언론 2.55 (1.08) 2.62 (1.03) 2.54 2.54

 * 괄호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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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3.83으로 가장 높았다. 성인은 ‘환경단체/소

비자단체’, ‘국제기구’,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모두 3.7점대로 비슷하 으나 그 중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3.70으로 가장 낮았었다. 반면에 청소년은 국제기구가 3.79로 그 다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환경단체/소비자단체’는 세 정보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청

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93이었으며, ‘식품관련 기업’이 2.71, ‘언론’이 

가장 낮은 2.55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언론’과 ‘정부’가 2.62와 2.61로 비슷했으며, ‘식품관련 

기업’에 대해 2.00으로 현저하게 낮은 신뢰도를 보 던 결과와 대비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덜한 반면에 언론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오히려 언론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 

   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성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인은 2.00으로 다른 

정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반면, 청소년의  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도

는 2.71로 높진 않았으나 언론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 구매

행위의 참여여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식품기업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는 철저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을 기존의 식품가공기술의 단점들

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제시할 때 높은 수용의사를 보일 것이다. 성인의 

경우 식품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해 온 가공법들의 위험을 줄일 대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을 정보원으로 제시한다면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구매의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절대로 구입안함’의 1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함’의 5

점까지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Table 5-19는 정보제공여부에 따른 각 집단의 구매의

사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구매의사를 나타냈다. 

정보제공여부에 따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0.15∼0.41 높은 구매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

인이나 청소년 모두 단순정보를 제공했을 때 보다 효과정보를 제공했을 때, 구매의사가 큰 폭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19.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구매의사

(5점 척도에 의한 평균값임)

구 분 성 인 청소년 양사 소비자․환경단체

사전노출집단 2.03 2.44 (1.18) 2.00 1.85

단순정보제공집단 2.20 2.44 (1.18) 2.08 1.84

효과정보제공집단 2.69 2.84 (1.15) 2.22 1.78

F=27.490 p=.000 F=14.878 p=.000 F=.749 p=.474 F=.080 p=.923

           * p≤0.05, two-tailed, 괄호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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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경우, 단순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구매의사는 사전 노출한 집단에 비해 0.17 

밖에 높지 않았으나, 효과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은 0.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은 단순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는 사전 노출한 응답자와 구매의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지 효과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2.84로 다른 경우에 비해 0.40만큼 높은 구매의사를 

나타냈다. 

   양사와 소비자․환경단체도 단순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구매의사는 사전 노출한 응

답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양사는 효과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구매의사가 2.22로 증가하

으나,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환경단체는 효과정

보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구매의사가 오히려 사전 노출한 응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제공에 의한 설득효과가 거의 없으며, 도리어 응답자의 반발심리를 자극한 때문

으로 여겨진다. 

   (나) 결론 및 논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정도는 성인보다도 낮은 4%로 조사되었다. 이것

은 기존의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 사업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을 가

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단편적 사물 또는 사실에 기초해서 인상을 형성

하는 데 비해,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향을 생각하게 되고 가치평가에 이르게 됨으로써 인상내용이 

보다 구체화된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결과는 방사선관련 인상의 경우 중학생부터 크게 증

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자력, 핵, 방사능 등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

이 큰 인상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사전노출집단에 비해 정보를 제공받은 응답자들은 긍정적 인상의 비중이 크게 늘고, 부정

적 인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정보 보다는 방사선조사의 효과와 

잇점을 포함한 효과정보를 제시한 경우에 훨씬 두드러졌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한 경우 방

사선관련 인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홍보시 제공하는 메시지의 구성 또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해 주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인상 즉, 가치평가가 

포함된 인상의 비중이 적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단편적 사실 중

심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련성(relevance)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가치평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

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전노출 응답자들은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상정보를 획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중매체, 특히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활용은 국민이해 방안의 수립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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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잡지에 이어 학교교육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인터넷, 과학관, 

과학이벤트 등의 경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나 주목도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조사에서 제시한 6가지의 정보원 가운데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과학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국제기구나 환경/소비자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식품기업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특

히, 성인은 식품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았던 데 비해, 청소년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교육․홍보는 철저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순정보를 제공받은 청소년의 경우 사전노출한 집단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구매의사

의 정도가 차이가 없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효과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비로소 구매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의 단순정보와 같은 단편적 정보의 제공은 부분적 지

식의 증가는 가져올 수 있으나, 구매의사에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대상의 조사결과는 기존의 성인 대상 조사결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성인 대상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제작된 교육자료를 가지고 성인에 대한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된 교육․홍보 전략에 따라, 청소년을 교육․홍보하 다면 처음의 목

표했던 결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홍보는 성인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 집단에 대한 면 한 분

석에 근거한 접근방법이 구비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방안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 실제적인 교육․홍보 방안, 이를테면 청소년 대상의 교육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유용성을 

갖는다.

   본 조사는 인상 개념을 중심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증진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 것이다. 인상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인상정보 획득경로, 정보원 신뢰도, 구매의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방사선조사 식품을 포함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인지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실제적 효용을 발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이해증진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다. 이들은 과학기

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특히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방사선조사 식품을 사례로 한 본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국민이해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공공과학과정과 인쇄매체(신문) 홍보

   (가)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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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합의수렴회의

   합의수렴회의 1차 조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막연한 인상이 형성되

었다. 그러나 실험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지식정보가 제공되면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2, 3차 조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상이 형성되었

다. 또한, 방사선조사 식품이 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1차 조사에서

는 전무했던 식품관련 인상도 증가했다. 

   합의수렴회의 1차 조사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관심도는 3.50로 보통 

이하의 낮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3차 조사에서는 관심도가 5.30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관

심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합의수렴회의에서 실험 참여자의 지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상”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정의한 응답자가 전체의 50% 미만이었으나, 3차 조사

에서는 전체 7명의 응답자 중 6명이 정확도 “상”의 응답을 하 다. 즉,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의 지식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합의수렴회의에서 실험 참여자의 태도는 1, 2차 조사에서 약 3.50의 점수를 보이다가, 3차 

조사에서는 4.57까지 향상된다. 즉, 중립적 태도보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실험을 통한 사실적 정

보를 획득함으로써, 점차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 

   합의수렴회의의 실험 참여자는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구매의사도 높다. 고관심 집단에서는 

구매의사가 4.20이고, 중관심 집단은 3.50의 구매의사를 보인다. 즉,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② 공공과학과정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식중독에 대한 인상은 단순한 식품관련 인상에서 병리적 차원에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인상으로의 변화가 나타나 과학 기술적 차원의 접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론을 통한 지식 습득으로 인해 실험 참여자들의 식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은 2차례에 걸친 토론 과정에서 그 관심이 증가

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 1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자가 2차 조사 이후 4

점 이상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식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기보다

는 토론을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보통(4점) 이상의 관심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이 응답한 심각성 정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관심도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이 식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자신의 관심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의 정의 및 식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활적 측면에서

의 문제에서 병리적,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원인을 지적하는 응답이 증가했으며, 식중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청결 문제에서 사회적․법적 차원의 해결방안,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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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과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식중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

되고 체계적으로 기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 3차 조사에서 질문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상은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방사선 관련, 식품 관련 인상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정의의 정확도는 비교적 정확한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는 2차 토론시 식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이 제기되어 전문

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학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적절성, 즉 효능을 묻

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방사선조사 식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

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능인정 수준에 비해 구매 의사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공공과학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매에 높은 수준의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식중독 문

제의 관심도와 심각성에 대해 보통 또는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들은 방사

선조사 식품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을 보이

고 있으며, 식중독 해결방안으로 기술적 차원의 방법을 지적하고 있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에 대한 관심도와 심각성이 보통 또는 보통에 약간 못 미치고 있

는 응답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효능이나 구매의욕에 있어서도 보통 수준의 응답을 보인다. 

한편 식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심각성 지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도 방사선조사 

식품의 효능인정 수준과 구매의사에는 낮은 평가를 내리는 평가자가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응

답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인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독자 연구

   ① 합의수렴회의

   방사선조사 식품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매우 낮다. 합의수렴회의 독자연구에서 

사전에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인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49명(100.0%) 중 9

명(18.7%)에 해당한다. 약 81%에 해당하는 39명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

다고 응답했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상은 전반적인 평가나 효과 관련 인상은 증가

하는 반면에, 방사선 관련 인상은 1차 조사에서 31.5%나 차지했으나 3차 조사에서는 없다. 그 

이유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노출도가 적은 만큼 제공된 지식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1

차 인상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방사선, 유전자, 방사능과 혼동할 소지가 있었으나, 3차 조사에

서는 이러한 혼동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독자의 관심도는 1차 조사에서 2.14로 매우 낮은 정도를 보 으나, 2차 

조사에서는 2.82, 그리고 3차 조사에서는 3.12에 이르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 차례를 통

해 제공되는 방사선조사 식품 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한 결과이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중” 이상의 정확도로 정의를 내린 응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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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31.2% 으나, 2, 3차 조사에서는 약 65.0%의 응답률을 보 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

한 신문기사가 제공되면서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하여 점차 

정확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합의수렴회의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보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1, 2, 3차에 걸쳐서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3차에서도 4점 이하의 부

정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다. 태도는 지식이나 관심도와 같이 정보라는 외부 변인에 의해 큰 

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노출도는 인상 평가에 향을 준다. 즉, 사전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관련한 평가, 효과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보다 방사선, 방사능, 유전자에 대한 인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노출도는 관심정도나 태도에 향을 미친다. 사

전 노출된 집단은 관심도가 3.22지만, 비노출 집단은 관심도가 1.90에 그친다. 또한 방사선 조

사식품 보급여부에 대한 태도조사에서도 노출 집단은 3.67, 비노출집단은 3.16를 나타낸다. 즉, 

사전노출이 될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합의수렴회의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관심정도는 태도에 향을 미친다. 1, 2, 3차 조

사에서 모두 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관심이 낮은 집단일수록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② 공공과학과정

   공공과학과정 1, 2, 3차에 걸친 조사에서 식중독의 인상에 대한 유목에 따른 변화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식중독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던 실험 연구에서와 

달리 독자 연구에서는 학습 효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식중독 발생 원

인 항목의 위생 관련 인상은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중독 문제의 지속적

인 접촉으로 인해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위생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관심 이유에 대한 독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관심의 동기가 개인적 차원에 한정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그러나 관심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관심도는 보통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식중독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가 그리 낮

은 수준이 아님을 말해준다.

   공공과학과정 2차 조사에서는 독자들의 식중독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3차 조사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신문 기사를 통한 

학습 효과가 응답자의 식중독에 대한 인식 구조에 향을 미쳐 식중독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

소-화학적, 생물학적, 위생적 원인, 증상, 예방법 등-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한 응답 내용을 보

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독자연구의 응답들은 부정적 인상보다는 상대적으

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접근을 보인다. 그러나 무응답자 비율이 28.9%에 달하고 있는 것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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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아직까지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과학과정에서 독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지식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

는데, 이는 신문 광고를 통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중독 해결 방법으로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효능 인정 정도(7점 중 평균 3.93)를 나타내며, 구매의사에 있어서도 효능 인정 

정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3.21)을 보인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 문제에 대해 평균 이상의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이 그 이하의 독

자들에 비해 방사선조사 식품의 효능 인정 정도를 높게 평가하 다. 구매 의사에 있어서도 고

관심 집단은 저관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학과정에서 식중독 문제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방사선조

사 식품에 대한 효능 인정 수준이 높음을 드러냈다. 또한 식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독

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구매 의사에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자들보다 높은 

구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합의수렴회의 모델과 공공과학과정 모델의 비교

   합의수렴회의 실험 참여자들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공공과학과정 실험 참여자들보다 긍

정적인 평가 및 효과 측면에서의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의수렴회의 실험 참여

자들이 2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었던 

반면, 공공과학과정 실험에서는 습득할 수 있는 정보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

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독자연구에서 합의수렴회의 독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전반적 평가에서 부정적 입

장을 드러내지만, 효과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공공과학과정 

독자들은 평가와 효과 면에서 부정적 인상보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신 무응답자가 

전체 45명 중 13명에 달함으로써 합의수렴회의 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긍정, 부정에 상관없이 전반적 평가 측면에서 합의수렴회의 

모델이 12명, 공공과학과정 모델이 2명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평가를 위한 사전 지식이 합의

수렴회의에 비해 공공과학과정의 독자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 합의수렴회의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하여 “상”의 정확도로 정의한 응답자(3

차 조사)가 전체 7명중 6명을 차지하지만, 공공과학과정은 6명중에 4명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참여자의 지식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단일 토픽으로 회의를 진행하

는 합의수렴회의의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실험연구에서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 여부에 대한 태도는 합의수렴회의와 공공과학과정 모

두 유사하다. 또한, 구매의사에 대한 질문에서도 합의수렴회의와 공공과학과정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다. 태도나 구매의사의 형성에는 두 모델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자연구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중” 이상의 지식정도는 합의수렴회의가 65.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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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학과정이 18.2%를 보인다.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단일한 토픽(topic)의 기사를 제공한 합

의수렴회의 모델의 경우 공공과학과정 모델보다 지식정보 제공에  보다 효과적이다. 

   (라)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합의회의수렴 모델과 공공과학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점검하 다. 합의수렴회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실

제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합의수렴회의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인들

의 의견을 어느 정도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논

쟁적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고, 과학기술에 대한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 참여한 일반인들의 과학기술 관련 지식을 증진시키는 등 적잖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수렴회의 모델은 대다수 일반인들의 주목을 이끌어내어 공통의제와 공중을 만

들어내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비전문적인 일상인들이 특정 과학기술 내지 그와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구체적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할 경우, 합의수렴회의를 통한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효과는 일부 참여자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 회의의 참여자와 일부 언론, 정책결정자

만이 그로 인한 성과를 나누어 가질 뿐, 다수 일상인들의 또 다른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것이 공공과학과정 모델이다. 이 모델은 ‘관련성

(relevance)’이 높은 토픽을 통하여 문제를 노출시켜 줌으로써 주목을 이끌어낸다. 문제에 주목

하게 됨으로써 공중이 형성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공동주목-공동인지-공동행동에 이르는 연

속적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합의수렴회의 모델과 공공과학과정 모델 각각에 대해, 집단토론 형식의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피험자에 대한 ‘실험연구’와 일간지에 광고형태로 실린 기사를 읽고 설문에 답

하는 ‘독자연구’의 두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독자연구의 경우 일간지의 광고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온 응답자의 수는 대단히 적었다. 과학기술 자체가 독자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기사내용에 대해 실제 행동으로까지 반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과학과정 모델에 의한 광고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응답자가 합의수렴회의의 경

우보다 많아 ‘관련성’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해 주었다. ‘독자연구’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시행하 다.  

   연구 결과, 합의수렴회의 모델 참여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도가 공

공과학과정 모델 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수렴회의의 경우 처음 단계에서부

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한 반면, 공공과학과정은 식중독에 대한 논의의 후반부

에 방사선조사 식품이 등장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정보에 노출

된 시간과 제공된 정보의 양이 차이가 지식정도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험자

들이 학생이라는 점이 ‘식중독’ 보다는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새로운 대상에 관심이 높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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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태도는 공공과학과정 모델 참여자들이 합의수렴회의 모델 

보다 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수렴회의 모델 참가자의 경우 일부는 관

련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으나, 일부는 처음의 부정적 인상이 유지

되거나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수렴회의 모델은 특정 대상 또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을 개별 참가자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같은 심리적 강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상물 제작 및 지상파방송 방

   (가) 내용의 구성

   ① 구성의 방향

   o ‘관련성(relevance)’ 높은 토픽으로부터 접근 : 시청자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들이 실생활의 문제로부터 쉽게 연결지을 수 있는 소재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초중고생의 

단체급식 확대로 식품위생관련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중독’에서부터 접근

하기로 하 다. 식중독의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보여주고 그 대처방안의 하나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를 제안하는 식으로 상물의 내용을 구성한다.

   o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제시 : 일부 시민단체가 방사선조사 식품 보급의 

유보를 주장하는 등 아직 방사선조사 식품의 전면적 보급에는 다른 의견이 있다. 본 상물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보급에 대한 한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견해를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수용

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o 연구소,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취재원 발굴 및 적극적인 현장취재 : ‘식중독’, 

‘방사선조사 식품’ 등의 소재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취재원

을 발굴하여 취재하도록 한다. 실제 급식을 시행중인 학교, 가공식품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방사선조사 식품에 부정적인 시민단체 등 식생활 관련 현장 및 단체를 취재한다. 또한, 

단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기 보다 실제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학․연구소, 방사선조사 

업체, 방사선조사 응용제품 생산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화면을 제공한다. 

   o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소프트 다큐멘터리 형식 : 특정 정보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교

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시청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애초에 의도했던 정보전달에도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재의 특성상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상물을 제작하되 무거운 내

용을 줄여 최종적으로 소프트 다큐멘터리를 지향한다. 또,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

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2∼3 정도의 이해력 수준에 맞추어 제작한다. 

   ② 주요 취재대상

   위와 같은 내용 구성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취재장소와 대상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취재 허가를 받기 위한 섭외를 시작하 다. 주요 취재대상은 Table 5-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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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0. 주요 취재대상 및 장소

구 분 취재장소 주요 취재대상 주요 취재내용

행정
관청

o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식품 담당 간부
  (과장급이상)

- 정부측 입장
- 연구현황

연구소
o 한국원자력연구소 - 조사식품 관련 연구팀장

- 주요 연구원
- 식품의 조사처리 소개
- 연구 현황 

o 고려대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 관련분야 전공 교수 - 조사식품의 안전성

시민
단체

o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상근 간부 - 조사식품에 대한 입장
- 우려되는 문제점

o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 - 회장 및 회원들 - 가공식품에 대한 의견
- 식생활 관련 다양한 이야기

기업
o 그린피아기술(주) - 방사선조사 기기 현장 간부

- 연구소장
- 조사과정에 대한 소개
- 조사기기의 안전성 등

o (주)한국콜마 - 공장 현장 간부
- 연구소장

- 응용제품 개발현황
- 향후 제품개발 및 보급계획 

기타
o 초중고 교실 - 담당 양사

- 급식중인 학생들
- 배식 및 급식 현장

o 식품 매장 - 식품구매중인 소비자 - 식품 선택 조건
- 조사식품 구매의사 등

   ③ 큐시트 작성

   앞의 내용구성 방향과 주요 취재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큐시트를 작성하 다. 이 큐시

트는 상물의 개략적 구성을 보여준다. 큐시트를 토대로 제작 실무진과의 논의를 거쳐 실제 

촬 에 쓰일 최종대본을 작성하 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식품저장의 미래 -방사선조사식품-’

으로 결정하 다.

   (나) 방  및 결과

   ① 프로그램 방  

   o 방송매체 : 한국방송(KBS) 1TV

   o 프로그램 명 : 열린채널 ‘식품저장의 미래 -방사선조사식품-’

   o 방송시간 :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② 사전 프로그램 방  홍보

   o 프로그램 방  광고 제작 및 방

    -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방 예고 프로그램 방송

   o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프로그램 방 을 사전 공지하여 시청토록 유도

    -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안전청 등 관련 행정관청 

    - 관련부처(과기부․복지부․식약청) 출입기자단 사전공지

    -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

    - 그린피아기술(주), (주)쏘야, 한국콜마(주) 등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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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 후 상물 활용

   방  프로그램을 VHS비디오테이프로 대량복제하여 위의 관련 행정관청, 출입기자단, 연구기

관, 민간기업에 배포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의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④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지표 증 대표적인 것이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이다. 시청률은 전체 

텔레비전 보유 가구 수에 대한 특정 채널(프로그램) 시청 가구 수의 비율을, 시청점유율은 텔레

비전을 시청중인 가구 수에 대한 특정 채널(프로그램) 시청 가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시청율 전문조사기관인 닐슨미디어 리서치에 의하면, 10월 12일 <열린채널>의 시청률과 시

청점유율은 각각 3.6%, 8.5%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열린채널>의 이전 4주 평균 시청률인 

3.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4주 평균 시청점유율 7.6%를 0.9%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방송 과학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3.2%
(39)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KBS일요스페셜>(8.1%), <환경스페셜>(11.2%)보다는 낮았다.  

 나. 교육과정 관련 국민이해연구

  (1)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 및 성인 대상 교육

   (가) 건강관련 일반질문

   ① 건강여부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남녀 평균으로는 80.6%가 

교육 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육 후는 83.1%로 그 비율이 약간 증가하 으

나 커다란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별로도 이번 방사선 교육 후와 비

교하여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질문의 취지가 방사선 조사 관련 

문항의 교육에 의한 변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같은 사람들이 참석

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② 음식에 대한 편식 경향

   특별히 건강만을 생각하여 음식을 가려먹는 편중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남녀 평균 70% 

이상이 편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계소득별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건강을 생각하여 편식을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편식을 하는 이유는 교육 전

에는 위생이나 양, 특히 건강 등을 생각하여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후

도 위생과 신선도, 건강 등을 생각하여 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30% 정도의 응답자들은 시중에

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식품 관련 인식

   ① 비가공 식품의 위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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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전에는 45% 정도가 식품의 부패 변질로 치명적인 위험이나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 후 또한 식중독이나 건강의 위해함에 대해 같은 정도의 염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 

상관없이 식품이 가공 처리되지 않으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은 가공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②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사람들(90%)이 식품에 보존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은 연령

별, 교육수준별,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존제 사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수준별로는 교육 정도에 따라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후

에는 보존제 사용에 대해 교육 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95% 이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③ 시중 판매식품의 구입여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구매의사를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1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한 문항에서는 교육 전의 경우, 절대로 구입하

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29%를 차지한 반면,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로 나타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서의 경우, 23%가 절대

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남성보다 여성(33%)이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이후의 같은 문항의 응답에서는 뚜렷한 의식 변화를 나타내

고 있는데, 교육 전 절대로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던 29%에서 교육 후 8%로 부정적인 

의견이 현격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로 증가하

다.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교육 전과 같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소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 여성 모두 교육 전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구매의

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공 식품의 선호도 여부

   ① 비선호 식품 순위

   농약 오염식품, 첨가물 사용식품, 방사선 조사식품, 부패 변질식품, 포장이 불량한 식품, 유

통기한이 지난 식품, 유전자 조작식품의 7가지 식품 유형을 제시하고 이중 위해성 정도는 가장 

위해하다를 1번으로 하여 순위법으로 측정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위해 정도에 대한 의식조

사에서 교육 전 7가지 제시된 식품군 중 가장 위해한 식품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0%로 나타났고, 이들 식품군 중 가장 위해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3%로 

나타났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의식 변화는 뚜렷한 변

화를 나타내었는데, 교육 후 7가지 제시된 식품군 중 가장 위해한 식품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6%로 교육 전 10%보다 감소하 고, 가장 위해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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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응답자보다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어 이러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홍보

가 폭넓게 시행된다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이해도 향상되고 소비 역시 증가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라)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

   ①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연상 내용

   교육 전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 질문에 대해 

38%의 응답자가 떠오르는 생각이 전혀 없다와 모르겠다로 답을 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 

9.3%, 인체에 유해할 듯이 12.6%, 그리고 식품, 특히 곡류, 서류, 육류 및 채소, 통조림 등이 연

상된다는 사람도 14.9%가 되어, 일부 소비자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위와 같이 연상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9.3%가 모른다로 답을 했고, 상식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11.9%를 차지하여 잘못된 상식이

나 대중매체가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사 식품에 대해 전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 식품을 방사능이나 핵과 혼동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 후의 변화는 조사 식품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가 12.8%로 감소하 고, 모

른다는 응답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인 느낌 또한 11.3%로 나타났는데, 아는 교육 전의 

모른다로 답하거나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하여 연상되는 것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로, 이미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고 교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하여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인체에 대해 위해하다고 하는 생각은 교

육 전 12.6%에서 교육 후 4.3%로 현격히 줄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식품에 대한 인상

이 20.8%, 식품의 보존과 저장성의 향상이 32.2%로 나타나 교육 전에 비해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 교육 후에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위와 같이 연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교육에 의해서가 19.9%로 나타나, 생각의 변화가 교육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잔류하여서 위험하다가 교육 전 12%에서 교육 후 

16.4%로 증가한 이유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교육에 의해 쉽게 전환되

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응답자 가운데 없다 혹은 모른다로 답한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은 그들의 생각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된다. 

   ② 방사능과 핵 관련 연상내용

   방사선 조사 식품과 방사능 혹은 핵에 대하여 어떻게 혼동을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하

여 방사능과 핵에 대해 공개 질문을 하 다. 그 결과 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

답이 61.7%,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30.9%를 차지하 다. 교육 후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71.8%, 긍정적인 응답이 18%로 나타나 오히려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 다. 응답에 대한 이

유는 교육 전에는 시사적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것에 대한 응답이 30%, 히로시마 원폭 투하, 

전쟁 등이 8.6%로 나타나 대중 매체나 교육 등에 대한 향이 응답자의 사고 형성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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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사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68.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 다. 그 가운데 피폭, 오염, 폐기물, 병, 암, 기형아 

및 체르노빌, 히로시마 등 일본에서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의한 향이 응답자의 공개 질문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 다. 교육 후의 응답도 교육 전과는 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60.2%

로 부정적인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 다. 그러나 교육 후의 뚜렷한 변화는 방사

선 조사, 생태환경, 식품 및 미생물 제거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방사선 물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스컴, 시사적 문제화, 체르노빌, 히로시마 등에 

의한 지식의 습득, 학습 수업 및 상식, 오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일부 농산물과 식품의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의 여부에 대하여 교육 전에는 아니오라고 답을 한 응답자가 62.9%로 나타난 반면, 교육 후에

는 19.9%만이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 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품에 부분적으로 방

사선 조사 처리가 된다는 사실은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

냈고, 교육 후에는 조사 처리 사실을 80.1%가 알고있다고 대답하 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교육 전에 일부 식품에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교육 후 또한 그 차이가 뚜렷했다. 

   ④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한 인식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남녀별로는 전혀 

모른다가 63.0%를 차지하고, 약간 알고 있다가 35.4%를 차지하여,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해서

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전혀 모른다의 비율이 

13.0%로 현격하게 감소한 대신 약간 안다가 85.2%로 증가하여, 교육 후 어느 정도 인식의 변

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은 한 번에 걸쳐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약간 안다로 많이 이전한 것

으로 보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별, 교

육 수준별 및 가계 소득별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⑤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의견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의견에서 교육 전에는 의견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59%를 차지하

고, 긍정적으로 말한 응답자가 19.9%이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도 21%를 차지하 다. 

부정적 응답자 가운데는 방사선 자체의 불신,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유전자 변

형에 대해 염려하는 등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인체에 무해하다면 괜찮다, 혹은 정확히 표기되면 사용 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하 다. 교육 후

에는 교육 전에 비해 부정적인 면도 25.6%로 교육 전에 비해 증가하 는데, 그 이유는 교육 

전에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여겨지며, 교육 

후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49.4%로 교육 전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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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들로는 별문제 없다,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일부 응답자는 방사능과의 혼동에 의한 잘못된 선입견에 의해, 교육과는 상

관없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교육 전에는 믿을 수 없다, 혹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혹은 모른다가 82.7%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 후는 모른다의 비율이 29%로 감소하

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모든 교육에 참석한 후 작성한 결과이므로 이미 의식적으로 부정적 

편견이 형성된 사람들은 일관되게 대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는 교육 전 12%에서 교육 후 37%로 25%나 증가하

고, 조건부 수용에 대한 의견도 교육 전 3.3%에서 37%로 증가하여, 확실한 관리나 철저한 조

사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아 안전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⑦ 조사 식품의 구입 이유

   조사 식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고 값이 싸서 구입한다면, 그 이유는 교육 전에는 안

전, 품질, 경제적 이유 등이 53.4%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96%가 같은 이유로 구입한다고 응답

하여 뚜렷한 증가를 확인하 다. 교육 후는 또한 필요하다면 구입한다가 3%, 법 규제가 있다

면 가능하다 1%로 조사 식품의 구입 이유가 교육 후에는 조사 식품의 구입에 대하여 거의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조사 식품 안전성 관련 조치들에 대한 인식 내용

   ① 인증된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구입 여부

   방사선 조사 식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고 값이 싸다고 할 때의 구매 의사를 절대로 구입 

안 하겠다(1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한 문항에서는 교육 전의 

경우, 절대로 구입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8.7%를 차지한 반면,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응

답은 10.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후의 응답에서는 절대로 구입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0%로 교육 전의 응답 비율보다 감소하 고,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교육 전의 응답 비율보다 19.9%로 증가하 다. 교육 후의 질문에 대하 응답 중 적극적

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남성은 10.7%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25.9%로 나타나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교육 프로그램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효과

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 식품 구입을 하는 주체인 여성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② 정부의 조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하 인식

   정부가 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하 다. 교육 전의 경우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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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5.3%를 차지한 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 정도가 3점 이하의 점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 대부분이 정

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5.5%로 감소하고,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동의하는 응답

을 한 비율은 22.0%로 증가하여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③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처리 방법 금지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처리 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하 다. 교육 전의 경우에는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이었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21.7%이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8%이었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1.5%로 나

타났다. 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 방법이 금지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점수인 2와 1을 선택

한 비율은 5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전과 교육 후, 각 두 집단의 방사선 조사 처리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p<0.001). 이러한 현상은 교육 전에는 방

사선 조사 처리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을 많이 하 으나, 교육 후에는 방사선 

조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로 인해 조사 처리 방법의 필요성을 알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응답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④ 방사선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방사선 조사를 널리 이용하기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하 다. 이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교육 전에는 1%, 교육 후에는 1.5%이었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교육 

전에는 73.2%, 교육 후에는 80.8%이었다. 교육 전과 교육 후, 각 두 그룹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데는 두 그룹 모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선행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처리 방법의 안전성이 증

명된 실험 연구 결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⑤ 식품회사가 조사 식품의 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한 인식

   식품회사가 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하 다. 교육 전의 경우에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0.4%를 차지한 반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3.1%

로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교육 전의 응답비율보다 2배 증

가하 고, 전혀 동의 안함에 응답한 비율은 1/2로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전, 후의 뚜

렷한 차이(p<0.001)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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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1. 방사선 관련항목 동의 내용의 교육전후의 비교

구분 자유도 T value probability>ITI

Q1 285 -1.9943 0.0472*

Q2 296 4.4863 0.0001***

Q3 294 -1.5747 0.1171

Q4 298 -2.6310 0.0091***

Q5 297 -3.6998 0.0003***

 질문

Q1. 정부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Q2.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처리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

Q3. 식품가공업자가 방사선 조사를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하기 전에 방사선 조사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Q4. 식품 회사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Q5.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현재보다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Table 5-22. 교육전후의 조사식품에 대한 두 모집단간의 인식 차이 비교

구분 자유도 T value probability>ITI

건강여부 304 0.6399 0.5225

편식여부 303 -0.1513 0.880

식품에 대한첨가물 사용여부 303 1.7276 0.0846

일부농산물과 식품저장향상을 위한 방사선조사처리 
여부

303 11.0642 0.0001***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사용 여부 303 13.7484 0.0001***

시중판매식품의 구입여부

방부제처리식품 301 1.1498 0.251

호르몬투입식품 300 0.3065 0.759

방사선조사식품 297 -8.0733 0.0001***

살충제처리식품 300 0.2489 0.8035

유전자조작식품 301 -0.3288 0.742

품질 좋고 값산 조사식품에 대한 구입여부 299 -1.7581 0.080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식품
순서

농약오염식품 299 1.2779 0.202

첨가물사용식품 299 0.9028 0.367

방사선조사식품 297 -8.5023 0.0001***

부패변질식품 287 1.9541 0.0512*

불량포장식품 298 3.0653 0.0023**

유통기한 지난 식품 299 3.5720 0.0004***

유전자조작식품 299 -0.6997 0.484

   ⑥ 방사선 조사가 현재보다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에 대한 인식

   방사선 조사가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전적

으로 동의함(5점)까지의 크기로 질문하 다. 교육 전의 경우, 대상자들의 50.5%가 2점이나 1점

을 주어 동의 안한다고 응답하 으며, 4점이나 5점을 선택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2%이었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1, 2점을 선택한 비율이 28.5%로 감소한 반면, 4, 5점을 선택

한 비율은 37.7%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사 대상자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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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에 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 방사선 관련항목 동의 내용의 교육 전, 후의 비교

   5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 결과, 세 번째 질문인 식품 가공업자가 방사선 조사를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하기 전에 방사선 조사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4가

지 질문에서 모두 교육 전, 후에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모든 질문에서 교육 전의 

부정적 응답에서 교육 후 긍정적인 응답으로 전환이 되어 방사선 조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게되면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에 의한 효

과가 뚜렷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될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Table 5-21).  

   (사) 교육 전, 후의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비교

   조사 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전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주로 조사 식품관련 

질문의 경우 대부분 교육 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방사선 조

사 결과가 응답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주는데 커다란 향을 미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방사

선 조사 처리는 식품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교육 후에는 가능한 방향

으로 전환하 고,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현격히 증가하 다. 특히 시중 판매 식품에 대한 구입여부에서 조사 식품에 대한 구입을 하겠

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도 교육 후 뚜렷하게 증가하 다. 가공 식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식품 

가운데 나쁘다고 생각되는 식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질문에서도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순위가 최고순위에서 교육을 받은 후 최저순위로 그 순위가 뚜렷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5-22).   

   (아) 조사결과 요약

▶ 총 329명이 조사 식품의 교육 전, 후 조사 프로그램에 참석

▶ 81% 이상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남녀간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70% 이상의 성인은 음식을 가려서 들지 않는 편임

▶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 - 교육 전에는 50% 이상이 방사선 조사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 으나 교육 후에는 80% 이상이 조사 기술에 대해 안다

라고 대답함

▶ 비가공 식품의 부패변질로 인한 위해에 대한 인식 - 50% 이상이 치명적 위험이나 식중독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식품하면 연상되는 생각 -

   교육 전 : 38%가 조사 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

   교육 후 : 53%가 식품 보존과 저장성 향상을 연상함

▶ 조사 식품 연상에 대한 이유 -

   교육 전 : 없다, 모른다가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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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후 : 구체적인 이유들이 피력됨 

   (예: 교육을 통하여 19.9%, 방사능 오염물질이 잔류하여 16.4%, 소독, 저장성 19%)

▶ 방사능 물질하면 연상되는 생각 -

   교육 전 : 피폭, 위험, 폐기물 등이 41.1%, 병, 암, 기형아, 치료 등이 21.2% 차지

   교육 후 : 다양하게 사고의 역이 넓어졌으나 교육 후에도 대부분 부정적임

▶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 -

   교육 전에는 믿을 수 없다가 45.3%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안전하다가 32%,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가 7%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확인됨

▶ 교육 전, 후의 조사 식품에 대한 두 그룹간의 인식 차이

   - 방사선 조사 처리가 식품 저장성 향상을 위해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띔     

   -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에 대한 사용 여부에서도 교육 후에는 그 인식 여부가 확실    

한 방향으로 크게 변함

   - 특히 시중 판매 식품 가운데에서 조사 식품에 대한 구입 여부에서도 교육 후에는 구    

입하겠다로 의식이 뚜렷하게 변화함

   - 나쁘다고 생각하는 식품 순서에서도 조사 식품에 대한 인식 정도가 좋은 방향으로 크    

게 향상됨

▶ 방사선 관련 항목 등에 대한 교육 전, 후 비교

   - 식품에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하는 방법이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육    

후에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전환됨 

   - 식품회사가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서 교육 후에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됨

   -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현재보다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도 교육    

후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됨 

   (자) 제언

   연구 결과,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인식이 교육 전과 교육 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대부분 방사선 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하 다. 

이 결과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

한다면,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막연하게 그리고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인식을 좋은 방향

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이용하여 이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

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전혀 없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방사선 조사에 대한 식품에의 이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

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교육을 비디오로 혹은 만화로 제

작하여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쉽고 보급되기 쉬운 방향으로 이 결과를 활용하여 많은 식품

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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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 교육자료 개발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가) 식품 관련 인식

   ① 식품의 위해에 대한 인식

   비디오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86.36%, 중학생의 89.25%가 식품의 부패변질로 배탈, 설사 

등이 일어나는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디오 교육 후 또한 식품의 위

해에 대해 초등학생 95.69%, 중학생 95.07%가 교육 전과 비슷한 정도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디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95.54%, 중학생의 94.57%가 식품의 부패변질로 배탈, 설

사 등이 일어나는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슬라이드 교육 후 역시 식품

의 위해에 대해 초등학생 93.20%, 중학생 87.05%가 교육 전과 비슷한 정도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디오 교육 전 그룹과 슬라이드 교육 전 그룹 중 대부분이 식품이 부패하면 사람에게 어

떤 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 다. 비디오 교육 전 그룹의 경우, 286명이 식품이 

상하거나 변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배탈이 나고 세균이 생긴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초등

학생이나 중학생이 식품의 부패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학생은 ‘식품의 맛이 변한다’, ‘몸에 나쁜 향을 준다’고 답하여 식품

의 부패를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후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

향으로 나타났는데 슬라이드 교육 후 그룹에서는 중학교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식품의 

부패에 의한 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성

(性)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여학생이 건강과 식품에 대하여 남학생보다 관심이 많아지는 것 때

문으로 보여진다

   ②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의 경우, 비디오 교육 전에는 67.80%의 초등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

었고, 교육 후에는 76.07%가 알게 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비디오 교육 전에는 81.97%의 중

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5.48%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58.41%의 초등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

육 후에는 77.78%가 알게 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비디오 교육 전에는 80.66%의 중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8.66%가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품에 보존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효과는 초등학생에게 슬라이드로 교

육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슬라이드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58.41%만이 식품

에 대한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데, 슬라이드 교육 후에는 77.78%나 보존제 사

용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모든 그룹에서 식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가공이나 보존제와 첨가물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그룹에서 초등학생그룹보다 높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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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이로써 중학생의 식품에 관한 지식이 초등학생보다 많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 

중 과학이과 기술․가정 교과를 2년 더 이수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육 후에는 가공기술

이나 보존제 등에 대해 교육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슬라

이드 교육 후 그룹에서 중학교 여학생의 인식정도가 96.6%로 중학교 남학생의 80.8%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는 평상시 식품을 구입하거나 식

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③ 식품 가공방법에 대한 인식

   이 문항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공 방법을 개수에 상관없이 선택하게 하여 조

사 분석하 다.

   비디오 교육 전 그룹 중에서 많은 초등학생이 냉장과 냉동, 첨가물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소

수의 학생이 가열살균, 방사선조사, 진공포장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 다. 그에 비해 중학생

은 많은 수가 진공포장과 가열살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진공포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비디오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의 

41.3%와 중학생의 34.4%가 방사선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 다. 특히 비디오 교육 

후 그룹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방사선 조사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여

학생의 교육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드 교육전과 교육 후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디오 교육 전, 후 그룹에서 나타나

는 현상과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슬라이드 교육 후 그룹에서는 중학교 여학생의 방사선 조

사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에 관한 교육매체가 슬라이드보다는 비디오가 보다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나) 시중 판매 식품의 구매 여부

   ① 색소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비디오 그룹이나 슬라이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색소 첨가 식품의 구매 태도에 남녀의 차

이가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색소 첨가 식품의 구입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비디오 교육 전 중학생의 경우에 구입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남학생의 비율이 28.18% 

(=7.27%+20.91%)로 여학생의 14.03%(=5.26%+8.77%)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비디오와 교육 후에는 남, 녀 학생 모두 색소 첨가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보다 증가하 다. 이것은 슬라이드 교육 후에도 비슷한 교육 효과를 나타냈다. 슬라이드로 

교육 한 남자 초등학생의 경우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30.00%(=8.00%+22.00%)에서 

39.21%(=11.76%+27.45%)로 증가했다. 여자의 경우도 25.41%(=1.68%+23.73%)에서 42.58% 

(=3.70%+38.88%)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중학생의 경우, 남자는 25.47%(=6.60%+18.87%)에서 

41.06%=(15.18%+25.88%)로 증가했고, 여자는 14.55%(=1.72%+12.83%)에서 25.00%(=3.45%+ 

21.55%)로 증가했다. 이는 교육 후에 식품의 가공과 보존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색소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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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보다 많이 의식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색소”라는 단어에서 불량식품을 

연상하게 되어 색소 첨가 식품을 일단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향료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향료 첨가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초등학생의 경우 3.23%(비디

오그룹)와 4.59%(슬라이드그룹)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도 6.22%(비디오그룹)와 4.05%(슬

라이드그룹)로 낮게 나타났다. 비디오와 슬라이드, 어느 그룹에서나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향료 첨가 식품을 구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 다. 특히 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 교육 전

에는 중학생그룹에서,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룹에서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여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초․중학생 그룹 모두 비디오와 슬라이드 교육 후에 향료 첨가 식품을 구입하겠다는 비율

은 약간 감소하고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색소 첨가 식품보다는 

향료 첨가 식품 경우에 구입의사표시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초․중학생 모두 향료에 개방적이

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

성으로 보인다. 

   ③ 보존제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보존제 첨가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비디오 교육 전 그룹에서 초등학생의 

5.75%, 중학생의 4.57%로 나타났으며 슬라이드 교육 전 그룹에서는 초등학생의 3.74%, 중학생

의 4.55%로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보존제 첨가 식품 구매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잘 구

입한다”와 “적극적으로 구입한다”)이 비디오교육그룹의 남자 중학생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

에서 약간 높아졌다. 

   한편 비디오 교육 그룹의 초등여학생과 슬라이드 교육 그룹의 중학생그룹에서는 보존제 첨

가 식품을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증가하 다. 보존제 첨가 식품의 구매 태도는 색소 

첨가 식품의 경우보다는 덜 부정적인 경향이었으나, 향료 첨가 식품의 경우보다 호의적이지 않

았다. 비디오 교육 그룹과 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 교육 전, 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교육의 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많은 학생이 보존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비디오나 슬라이드에 보존제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④ 방사선 처리 식품의 구매 여부 

   교육 전 그룹중 방사선 처리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한다”와 “잘 구입하는 편이다”는 비율

이 높아 가장 긍정적인 구매 태도를 보인 그룹은 슬라이드 교육 전 중학생 그룹(19.45%)이었

다. 교육 후 그룹에서는 비디오 교육 후 중학생 그룹 중에서 56.23%가 방사선 처리 식품 구매

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 다. 비디오 교육 그룹은 교육 전에 비해서 교육 후에 방사

선 처리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현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에서 공

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월등히 높게 증가하여 교육효과가 중학

생에서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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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는 교육 후에 초등학생은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남녀 모두 비슷하게 

증가한데 비해 남자 중학생은 여자중학생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새로운 것에 보수적인데 비해 남학생은 새로운 것에 도전적이

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남자 중

학생이 여자중학생보다 방사선에 대하여 예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가공 기술인 

방사선조사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⑤ 농약 처리 식품의 구매 여부

   농약 처리 식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색소, 보존제, 향료 첨가 식품이나 방

사선 조사 식품보다 현저히 많았다. 가장 부정적인 구매 태도를 보인 그룹은 비디오 교육 전 

그룹의 여중생그룹(35.96%)이었으며,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슬라이

드 교육 후 그룹의 초등학생그룹(15.84%)이었다. 이로서 농약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와 청소년

들에게까지도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농산물의 농약 사용 식

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디오 교육 후

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농약 처리 식품의 구매여부에 대한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이는 교육 

내용에 직접적인 농약 처리 식품에 대한 관련지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슬라이드 교육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⑥ 빨리 상하는 식품의 구매 여부

   빨리 상하는 식품의 구매는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슬라이드 교육 전 중학생 그룹

(29.86%)에서 가장 낮았으며 슬라이드 교육 전 초등학생 그룹 (52.34%)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색소나 농약 식품의 구매보다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중등학생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드 교육 그룹도 비디오 교육그룹과 같은 경향이었는데 교육 전 그

룹 중에서 여자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에 비해 빨리 상하는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중학생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⑦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구매 여부

   비디오 교육 전에는 절대로 구입 안함에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43.82%, 중학생 43.56%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 34.62%, 중학생 37.71%로 비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슬라이드 

교육 후에는 중학생의 경우 절대로 구입 안함에 답한 비율이 42.67%로 교육전의 41.1%보다 

약간 높아졌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

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약간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하여 

남학생보다는 개방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 고 평상시 식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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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에 대한 인식

   ① 방사선 조사 처리기술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은 교육 전에는 모든 그룹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아주 작은 비율로 존재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육 후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비디오 그룹(초등 14.53%, 중등 20.33%)과 슬라이드 

그룹(초등 10.19%, 중등 21.43%)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간 알고 있다”를 선택한 

학생들은 비디오 초등의 경우에도 63.29%에 이르러 사실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방사

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

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는 교육 전과 교육 후 모두 남자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에 비해 

“잘 알고 있다”와 “약간 알고 있다”를 선택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처리 시설 부

분 교육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보다 더 흥미롭게 보고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인식

   원자력과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록한 

것을 분석하 다. 비디오 교육 전 그룹에서 초등학생 50.77%와 중학생 58.58%가 “에너지원으

로 이용된다”고 서술하 다. 그런데 특이하게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이용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21.54%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존재하 다. 비디오 교육 후에 초등

학생과 중학생 모두 “식품저장에 이용한다”를 각각 41.46%와 34.28%로 가장 많이 기록하 다. 

이러한 현상은 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 중학생 그룹

에서는 교육 후에 원자력이나 방사선이 식품에 이용된다고 답한 비율이 47.13%로 가장 높아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원자폭탄과 관련지은 학생들은 교육 전에

도 아주 작은 비율로 나타났고 교육 후에는 그 비율이 보다 더 작아졌다. 

 

   ③ 방사선 조사 식품 적용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여 보존될 수 있게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

이 어느 그룹에서나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큰 비율로 상승하 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가 

그 상승폭이 초등학생보다 크게 나타나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있어 교육효과가 큰 것으

로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에 비디오로 교육한 그룹에서 남자는 8.70%에서 73.28%로, 여자는 

15.52%에서 87.90%로, 방사선 조사 식품 적용에 대한 인식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슬라이드로 교육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 중학생의 경우 5.00%에서 75.83%

로, 여자 중학생의 경우 4.10%에서 84.75%로 각각 그 비율이 증가했다. 한편 성별에 의한 차이

도 보여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룹에서 알고 있다고 답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디오 교육 후 그룹에서는 성별로 유의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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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사선 조사 식품 변화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서술한 응답을 비

슷한 것끼리 묶어 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보기 1에서 보기 5로 표시하 다. 슬라이드 교육 

그룹 중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 전에는 5개 항목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식품이 변질되고 양이 떨어진다(35.0%)”, “저장성이 증가하고 살균이 된다

(31.67%)”, “유전자가 변형된다(18.33%)”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남자중학생의 87.5%

가 “저장성이 증가하고 살균이 된다”는 응답을 하 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 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비디오 교육이나 슬라이드 교육이 다 같이 교육효과가 컸다. 이

는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미생물이나 해충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음을 학생들이 인식하 음을 

보여준다. 

  (3) 교육용 만화 제작 및 교육효과 비교

   (가) 식품 관련 인식

   ① 식품의 위해에 대한 인식

   만화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98.18%, 중학생의 78.95%가 식품의 부패변질로 배탈, 설사 등

이 일어나는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화 교육 후 또한 식품의 위해

에 대해 초등학생 96.40%, 중학생 88.03%가 교육 전과 비슷한 정도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만화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83.12%, 중학생의 85.47%가 식품의 부패변질로 배

탈, 설사 등이 일어나는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후 역시 식품의 위해에 대해 초등학생의 87.34%, 중학생의 90.98%가 교육 전과 비슷한 정도로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

었다. 

   만화-비디오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98.68%, 중학생의 87.90%가 식품의 부패변질로 배탈, 

설사 등이 일어나는 식중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화-비디오 교육 후 역

시 식품의 위해에 대해 초등학생의 78.31%, 중학생의 78.15% 정도가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도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

었다.

   만화 교육 전 그룹, 만화-비디오 교육 전 그룹,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 그룹 중 대부분이 

식품이 부패하면 사람에게 어떤 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 다. 만화  교육 전 그

룹의 경우, 198명의 학생들이 식품이 상하거나 변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배탈이 나고 세

균이 생긴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식품의 부패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한

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학생은 ‘식품의 맛이 변한다’, ‘몸에 나쁜 향을 준다’고 답하여 식품의 부패를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후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

타났는데 만화-슬라이드 교육 후 그룹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식품의 부패에 의한 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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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서 성(性)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여학생이 건강과 식품에 대하여 남학생보다 관심이 많

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②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의 경우, 만화 교육 전에는 66.12%의 초등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

고, 교육 후에는 80.33%가 알게 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만화 교육 전에는 71.90%의 중학생

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90.00%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 P<0.001에

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여부에 만화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75.90%의 초등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7.80%가 알게 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71.77%의 중학

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6.07%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만화-비디오 교육 전에는 67.09%의 초등학생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1.93%가 알게 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비디오 교육 전에는 67.19%의 중학생

이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육 후에는 88.80%가 알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P<0.001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여부에 만화-비디오 교육이 효

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품에 보존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효과는 

중학생에게 만화-비디오로 교육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학생이 만화-비디오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67.19%가 식품에 대한 보존제 사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만화-비디오 교

육 후에는 88.80%나 보존제 사용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모든 그룹에서, 식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가공이나 보존제와 첨가물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그룹과 초등학생 그룹이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리고 각각의 교육 후에는 가공기술이나 보존제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교육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만화 

교육이나 만화-비디오 교육이 만화-슬라이드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알 수 

있었다. 

   ③ 식품 가공방법에 대한 인식

   이 문항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가공 방법을 개수에 상관없이 선택하게 하여 조

사 분석하 다.

   만화 교육 전 그룹 중에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냉장과 냉동, 첨가물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

었고, 소수의 학생이 가열살균, 방사선 조사, 진공포장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 다. 그에 비

해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가 가열살균, 냉동과 냉장, 진공포장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열살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냉동과 냉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 다. 하지

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는 각각 4.96%, 5.79%만이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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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 다. 그러나 만화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의 65.04%와 중학생의 73.77%가 방사선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 다. 특히 만화 교육 후 그룹 중 여자 중학생이 남자 중학생에 비

해 방사선 조사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여학생의 교육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과 교육 후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만화 교육 전, 후 그룹에서 나

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초등학생의 6.10%, 중학생의 

7.26%만이 식품 가공 방법 중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교육 후에는 초

등학생의 62.20%, 중학생의 59.84%가 방사선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 다. 

   만화-비디오 교육전과 교육 후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는 초등학

생의 13.92%, 중학생의 3.91%만이 식품 가공 방법 중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

했지만,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의 71.43%, 중학생의 84.80%가 방사선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대답하 다. 특히 만화-비디오로 교육했을 경우에 식품 가공 방법 중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중학생의 80.89%나 증가하 다. 따라서 식품 가공 방법 중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교육 전, 후의 교육 효과를 비교했을 때, 만화-비디오로 교육했을 경우에 그 효과

가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각각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이 그림들을 보더라도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로 각각 교육한 후에, 식품의 가공 방법 중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

답한 비율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남자 중학생을 만화-비디오로 교육했을 

때, 그 비율이 무려 81.22%나 증가하여 그 교육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나) 시중 판매 식품의 구매 여부

   ① 색소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만화 교육 후에는 남, 녀 학생 모두 색소 첨가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보

다 증가하 다. 만화로 교육 한 남자 중학생의 경우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23.53%(= 

5.88% + 17.65%)에서 47.06%(= 20.59% + 26.47%)로 23.53% 증가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24.69%(= 9.88% + 14.81%)에서 50.00%(= 12.79% + 37.21%)로 25.31% 그 비율이 증가했다. 

   만화-슬라이드로 교육 한 남자 중학생의 경우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35.14%(= 8.11% 

+ 27.03%)에서 56.05%(= 21.62% + 34.43%)로 20.91% 증가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26.19%(= 8.33% + 17.86%)에서 43.23%(= 12.94% + 30.29%)로 17.04% 그 비율이 증가했다. 

   만화-비디오로 교육 한 남자 중학생의 경우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24.64%(= 8.70% + 

15.94%)에서 26.09%(= 8.70% + 17.39%)로 1.45% 증가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31.04%(= 

15.52% + 15.52%)에서 44.64%(= 10.71% + 33.93%)로 13.60% 그 비율이 증가했다. 

   색소 첨가 식품에 대한 구매 여부에 대한 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만화 교육의 경우 P<0.01

에서 유의차 있게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 

교육 모두 대체적으로 교육 후에 색소 첨가 식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가 있었다. 이는 교육 후에 식품의 가공과 보존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색소를 교육전보다 

많이 의식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색소”라는 단어에서 불량식품을 연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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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색소 첨가 식품을 일단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교육 중  만화-슬

라이드 교육을 실시한 경우, 남자 중학생에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사이에는 큰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초등학생 그룹보다는 중학생 그룹에

서 교육의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후에 식품의 가공과 보존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색소를 교육 전보다 많이 의식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색소라

는 단어에서 불량식품을 연상하게 되어 색소첨가 식품을 일단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향료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향료 첨가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초등학생의 경우, 3.13%(만화 

그룹)와 0.00%(만화-슬라이드 그룹)와 1.48%(만화-비디오 그룹)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에도 3.48%(만화 그룹)와 3.31%(만화-슬라이드 그룹)와 0.79%(만화-비디오 그룹)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만화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학생에서는 잘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의 

21.74%에서 교육 후의 11.67%로 10.07% 그 비율이 감소하 다. 그리고 만화-슬라이드로 교육

한 경우, 특히 남자 중학생에서는 잘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의 18.18%에서 교육 후의 

9.84%로 8.34% 그 비율이 감소하 다. 이는 만화-비디오로 교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학

생에서는 잘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의 23.02%에서 교육 후의 12.80%로 10.22% 그 비율

이 감소하 다. 이와 같이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 교육 세 가지 경우 모두, 교육 후

에 향료 첨가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 어느 그룹에서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향료 첨가 식품

을 구입하는데 대한 태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중학생 그룹 모두 만화-슬라이드

와 만화-비디오 교육 후에, 향료 첨가 식품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구입하지 않겠다

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색소 첨가 식품보다는 향료 첨가 식품 경우에 구입 의사

표시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초․중학생 모두 향료에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여겨진다. 

   ③ 보존제 첨가 식품의 구매 여부

   보존제 첨가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만화 교육 전 그룹에서 초등학생의 

5.21%, 중학생의 5.22%로 나타났으며, 만화- 슬라이드 교육 전 그룹에서는 초등학생의 2.67%, 

중학생의 2.50%로 나타났으며, 만화- 비디오 교육 전 그룹에서는 초등학생의 2.94%, 중학생의 

1.59%로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후에는 보존제 첨가 식품 구매를 긍정적으로 고려하

는 비율(“잘 구입한다”와 “적극적으로 구입한다”)이 만화 교육을 실시한 남자 중학생 그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그룹에서 약간 높아졌다. 특히 만화-비디오로 교육한 남자 중학생 

그룹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 2.94%에서 교육 후 20.29%로 17.35% 

증가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화 교육 그룹,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룹, 만화-비디오 그룹에

서 교육 전, 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교육의 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이미 많은 학생이 보존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만화나 비디오나 슬라이드에서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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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④ 방사선 처리 식품의 구매 여부 

   교육 전 그룹 중 방사선 처리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한다”와 “잘 구입하는 편이다”는 비

율이 높아 가장 긍정적인 구매 태도를 보인 그룹은 만화 교육 전 초등학생 그룹(16.84%)이었

고, 그 다음이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 초등학생 그룹(16.67%)이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방사선 처리 식품 구매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만화 교육 그룹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방사선 처리 식품의 구매 여부에 더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고 변하 다. 

   만화로 교육했을 때, 교육 전 초등학생의 16.84%만 방사선 처리 식품을 구매하겠다고 했는

데, 교육 후에는 30.10%로 그 비율이 13.36% 증가하 다.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육 전 9.73%

에서 교육 후 33.00%로 23.27%나 그 비율이 증가하 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는 교육 후에 여자 초등학생은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비율

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데 비해, 남자 초등학생은 여자 초등학생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로 증가

하여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새로운 것에 보수적인데 비해 남학생은 

새로운 것에 도전적이며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화-슬라이드로 교육했을 때는 방사선 처리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전 16.67%에서, 교육 후에 23.07%로 6.40% 증가하 다.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육 전 

8.40%에서 교육 후 22.95%로 14.45%  증가하 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방사

선 조사 식품 구매에 더 호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만화로 교육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

로 교육 효과가 작았다. 

   한편, 교육 후 그룹에서는 만화-비디오 교육 후 중학생 그룹 중 56.10%가 방사선 처리 식

품 구매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 다.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은 교육 전에 비해서 교

육 후에 방사선 처리 식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이 45.88%나 현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남학생

과 여학생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월등히 높게 증

가하여 방사선 처리 식품에 대한 교육효과가 중학생에서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교육 방법 중 만화-비디오로 교육을 실시하 을 경우 P<0.001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서, 가장 교육 효과가 큰 것도 알 수 있었다. 

  

   ⑤ 농약 처리 식품의 구매 여부

  농약 처리 식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색소, 보존제, 향료 첨가 식품이나 방사

선 조사 식품보다 현저히 많았다. 가장 부정적인 구매 태도를 보인 그룹은 만화-비디오 교육 

전 그룹의 남자 중학생 그룹(44.78%)이었으며,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

은 만화-비디오 교육 후 그룹의 여자 초등학생 그룹(10.53%)이었다. 이로써 농약에 대한 인식

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 농산물의 농약 사용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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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보인다. 만화 교육 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의 경우에 농약 처리 식품의 구매여부

에 대한 유의적인 변화의 경향이 없었다. 이는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룹과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⑥ 빨리 상하는 식품의 구매 여부

   빨리 상하는 식품의 구매는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만화 교육 전 남자 중학생 그

룹(28.57%)에서 가장 낮았으며, 만화-슬라이드 교육 후 남자 초등학생 그룹 (52.26%)에서 가

장 높았다. 이는 색소나 농약 식품의 구매보다 더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

학생, 중학생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사이에서의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 마찬가지 다. 한편,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도 만화 교육 그룹이나 만화-

슬라이드 교육 그룹과 같이 빨리 상하는 식품을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교육 전에 

비해서 교육 후에 더 높게 나타났다. 

   ⑦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구매 여부

   만화 교육 전에는 절대로 구입 안함에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36.46%, 중학생이 36.36%

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이 23.81%, 중학생이 30.25%로 비율이 각각 낮아졌다.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에도 절대로 구입 안함에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41.10%, 중학생이 

39.67%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이 34.62%, 중학생이 32.79%로 비율이 각각 낮아

졌다. 그리고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전에는 절대로 구입 안함에 답

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30.43%, 중학생이 33.86%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초등학생이 

27.03%, 중학생이 28.00%로 비율이 각각 낮아졌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교육 전, 후에 

나타나, 유전자 조작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약간 

높았다. 이것은 만화 교육 그룹, 만화-슬라이드 그룹,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 모두 다 공통적

인 경향이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교육 그룹 중에서는 만화 교육 그룹이 P<0.05에서 유의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교육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하여 남학생보다는 개방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신문이

나 방송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 고 평상시 식품에 관심이 많

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방사선 조사 식품 관련에 대한 인식

   ①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은 교육 전에는 모든 그룹에

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아주 작은 비율로 존재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육 후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만화 그룹(초등학생 15.70%, 중학생 35.83%)과 

만화-슬라이드 그룹(초등학생 9.88%, 중학생 16.53%)과 만화-비디오 그룹(초등학생 17.86%, 

중학생 33.60%)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간 알고 있다”를 선택한 학생들도 만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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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초등학생의 경우 70.24%에 이르러 사실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방사선 조사 처

리 기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 내용에 방사선 조사 시설과 그 과

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화 교육 그룹과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는 교육 전과 교육 후 모두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에 비해 “잘 알고 있다”와 “약간 알고 있다”를 선택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 부분 교육 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보다 더 흥미롭게 보고 관

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는 교육 실시 후에도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18.52%, 중학생 23.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

은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 모두 P<0.001에서 유의차 있게 교육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지만, 만화-슬라이드 교육이 만화 교육과 만화-비디오 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교육 효과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인식

   원자력과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록한 

것을 분석하 다. 만화 교육 전 그룹에서 초등학생 30.16%와 중학생 68.09%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고 서술하 고, 만화-슬라이드 교육 전 그룹에서는 초등학생의  25.71%와 중학생의 

66.07%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고 서술하 고, 만화-비디오 교육 전 그룹에서는 초등학생 

74.36%와 중학생 73.24%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고 서술하 다. 그런데 특이하게 만화-슬

라이드 교육 그룹 중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식품에 이용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52.94%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존재하 다. 그리고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 남

자 초등학생의 경우, “식품저장에 이용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교육 전 5.26%에서 교육 후 

59.38%로 무려 54.12%나 증가하 다. 이러한 현상은 만화 교육 그룹과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

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의 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만화, 만화-

슬라이드,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 중에서 만화-비디오 그룹의 경우 P<0.001에서 유의차 있게 

교육 효과가 가장 컸다. 특히 중학생 그룹보다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교육 후에 원자력이나 방

사선이 식품에 이용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초등학생에게 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원자폭탄과 관련지은 학생들은 교

육 전에도 작은 비율로 나타났고, 교육 후에도 역시 그 비율이 보다 더 작아졌다. 

   ③ 방사선 조사식품 적용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여 보존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어느 그룹에서나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큰 비율로 상승하 다. 그리고 만화 교육 

그룹과 만화-비디오 교육 그룹에서는 중학생의 경우가 그 상승폭이 초등학생보다 크게 나타났

고, 만화-슬라이드 교육 그룹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가 그 상승폭이 중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

났다. 만화-비디오로 교육한 그룹에서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11.76%에서 85.51%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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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1.72%에서 94.64%로 무려 92.92%나 그 비율이 증가하여, 방

사선 조사 식품 적용에 대한 인식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만화로 교육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 중학생의 경우 14.29%에서 83.33%로, 여자 중학생의 경우 

12.79%에서  80.23%로 각각 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화-슬라이드로 교육

했을 때에도, 식품에 방사선을 쪼여 보존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13.41%에서 77.50%로 64.09%가 증가했고, 중학생의 경우 13.41%에서 

70.00%로 56.59%가 증가했다.

Table 5-22.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인식 변화1)

구분
만화 만화-슬라이드 만화-비디오

probability probability probability

식품 위해에 대한 인식 변화 0.1245 0.4014 0.1612

보존제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0.0001 *** 0.1076     0.0001 ***

식품 가공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첨가물(방부제)   0.0354 *    0.0019 ** 0.7698

방사선 조사     0.0001 ***     0.0001 ***     0.0001 ***

가열살균 (통조림) 0.4440 0.9215   0.0236 *

냉동과 냉장     0.0001 ***   0.0200 * 0.2816

진공포장 0.1849 0.9160 0.6678

방사선 조사 식품 적용에 대한 인식 변화     0.0001 ***     0.0001 ***     0.0001 ***

가공 방법에 
따른 식품 
구매 여부
변화

색소 첨가 식품    0.0047 ** 0.3419 0.7211

향료 첨가 식품    0.0028 ** 0.1386 0.7266

보존제 첨가 식품 0.7608 0.1500 0.1754

방사선 처리 식품     0.0001 ***    0.0019 **     0.0001 ***

농약 처리 식품 0.7302 0.1211 0.2921

빨리 상하는 식품 0.6251 0.8191 0.6555

유전자 조작 식품   0.0169 *   0.0315 * 0.2504

방사선 조사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     0.0001 ***     0.0001 ***     0.0001 ***

방사선 조사 식품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0.0001 ***     0.0001 ***     0.0001 ***

“원자력”과 “방사선”의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   0.0136 *    0.0016 **     0.0001 ***

* : p<0.05,   ** : P<0.01,   *** : P<0.001 
1)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5, (4), 3, (2), 1점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교육 전, 후의 차이를 봄

   ④ 방사선 조사식품 변화에 대한 인식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서술한 응답 중 만

화-슬라이드 교육 그룹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 교육 전에 가장 비율이 높았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식품이 변질되고 양이 떨어진다(40.00%)”, “저장성이 증가하고 살균이 된다

(30.00%)”, “유전자가 변형된다(20.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후에는 “식품이 변질되고 

양이 떨어진다(0.00%)”와 “유전자가 변형된다(0.00%)”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한 명도 없었

고, 반면 82.76%가 “저장성이 증가하고 살균이 된다”는 응답을 하 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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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만화 교육, 만화-슬라이드 교육, 만화-비디오 교

육이 다 같이 교육 효과가 컸다. 이는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미생물이나 해충을 살균하는 효과

가 있고, 저장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화 교육, 만

화-슬라이드 교육, 만화-비디오 교육이 성별과 연령의 차이 없이 모두에게 그 교육 효과가 컸

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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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성과물

▶ 감마선 이용 수산․
냉장/냉동식품/전통
발효식품의 위생화/
장기 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 수산․냉장/냉동식품/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장기
  안전저장유통 및 가공기술 개발
- 장류이용 2차 가공제품의 저염화를 위한 감마선 
  조사 적용기술 개발
- 전통저염젓갈 제품생산을 위한 품질 안전성/가공
  적성 평가시험 완료 및 산업체(한성기업(주))와
  실증생산 시험 일부 완료

100%

- 식량자원의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 산업화 실증 
- 우수연구실적
․특허등록/출원 5건 
․논문게재/발표 94편
․기술이전 2건

▶ 감마선 조사 수산․
냉장/냉동식품/전통발
효식품의 단기 안전성
(건전성) 확보

- 감마선 조사 수산․냉장/냉동 및 전통발효식품의 
  독성학적, 양학적 안전성 평가
- 기존 고염제품에 비해 방사선 저염 발효제품의 
  안전성 우위 평가
- 감마선 이용 가공식품/전통발효식품의 유해물질
  제거 기술관련 세계최초 이론 확보 및 실증화

100%

- 기존방법 대비 조사
  식품의 안전성 우위
  확보
- 우수연구실적
․ 논문게재/발표 51편

▶ 감마선 이용 공중보
건제품 생산용 고부가
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
제품 생산기술 개발

- RT/BT/NT 이용 세계최초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천연신소재 생산기술 개발 및 기능성 화장품
  가제품화/산업체 기술이전
- RT/BT 이용 항알러지 식품 생산이론 확립과 in 
vivo 시험용 동물모델 개발 및 동물임상시험 적용 
평가

- 기능성 생고분자에서 올리고머/단당 생산조건 확립 
- 키토-올리고당을 이용한 기능성을 향상시킨 
  육제품 2종 제조기술 개발 

100%

- 세계 최초 고부가가
치

  천연 신소재 대량생산
  기술 마련
- 우수연구실적
․특허등록/출원 9건
․논문게재/발표 90편
․기술이전 3건 
․산․연 공동 벤처설립
  추진 중

▶ 수출전략 전통 허브/
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
역시 품질평가 및 검
역검지 조건 설정

-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관련 유기체 확인 및 
  감마선 사멸조건/품질평가 기술 확보
- 감마선 검역처리를 위한 전통허브/향신료의 
  저장 중 품질안정성 평가 및 검지조건 설정

100%

- 수출전략 농산물
  의 검역방법 확립
- 우수연구실적
․논문게재/발표 26편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
이해 사업 연구/방사
선 조사식품 홍보 
활동

- 방사선 조사식품 이해증진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대회의 성공적 개최 
- 청소년 대상의 교육자료/매체의 제작, 시범교육 
  및 교육평가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의 방사선 
  조사 법규개정 및 신규품목 확대 신청(‘00.10.1), 
현재 입법 예고 중(’03. 상반기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으로 방사선조
사식품 홍보책자 3만부 제작 전국 교육/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배포('01. 10.)

- 방사선 조사식품의 전국민 대상 홍보자료 제
작(소프트 다큐멘터리 상물). 방 [KBS, 
열린채널(제목: 식품저장의 미래-방사선 조
사기술, ’02. 10. 12.)]

- 방사선 조사식품의 초등학생 교육홍보용 책자
(만화형태) 1만부 제작 및 전국 교육기관/초등
학교 배포(‘02. 12.)

100%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식품 홍보/교육
  프로그램제작 및 교육
  /홍보방안 마련
- 국내 조사식품의 법

규
  개정 및 신규식품품목
  확대(‘03. 상반기 중)
- 우수연구실적
․논문게재/발표 11편
․프로그램등록 1건
․조사식품 홍보
  (TV 13회, 신문 44회, 
  세미나 개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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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기여도

 가. 기술적 측면

  ▶ 전통발효식품/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위생화를 위한 신기술 기반 구축과 선진화.

  ▶  식량자원의 저장/가공기술에 있어서 비공해성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 향상 및 환경보존형 

기술기반 구축.

  ▶  주요 수출농산물의 검역장벽 해소로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과 선진화.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내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

  ▶  현대사회 소비패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젓갈의 문제점인 과량의 염(20-30%)을 방사선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저염화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장기 안전저장이 가능한 젓갈생산. 

  ▶  화학보존료와 열처리 등으로 안전성과 최적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류제품의 유통저

장에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기술 제공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  세계최초 방사선(RT)과 생명공학(BT)/나노(NT) 복합기술의 접목으로 기능성 식품/의약품/

화장품용 신소재 대량생산 신기술 이론확립으로 세계시장 선점효과 기대.  

  ▶  세계최초 RT/BT 복합기술 접목으로 항알러지 식품개발 이론확립은 식품 알러지 연구분야

의 학문적 범위를 확대시키고, 식품 알러지 진단/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 부산물

을 기대할 수 있음.

  ▶ 세계최초 RT/BT 복합기술 접목으로 식품 중 독성/불용물질 감소/제거 이론확립은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화학적 안전성 개선 기술 확보차원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화학훈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검역처리기법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 교역기반 구축.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동물성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유기체 사멸로 더욱 안전한 식품생산과 식품매개질병 예방으

로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방지로 경제/산업

에서 간접생산성 향상 도모(예, 최근 미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년간 7,000∼20,000명이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억7천만에서 4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  방사선 이용 저염 전통 젓갈류를 개발함으로써 비위생적 생산공정 개선, 수출증대 및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위생적인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음.

  ▶  국내 수산업의 저변확대와 수산가공품의 저염화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임. 

  ▶  장류제품의 안정적인 유통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저염장류, 혼합장류, 양념 및 소스류 등의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제품의 활용도 향상, 수출증진 등을 통하여 연간 약 1조

원대에 이르는 장류시장을 20%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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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BT 복합 신기술 이용 항알러지 식품개발로 유아돌연사 및 원인 식품기피증 등을 해

결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식량자원 이용성 확대 및 고비용 저효율의 기존방법을 

대체하여 생산성을 향상.

  ▶  RT/BT 복합 신기술 이용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신소재 생

산/가공기술 개발결과는 2,000억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품․생명공학

분야 관련 산업에서 이용 및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검역처리기술기반을 마련하여 본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김으로써, 수출입산업에서 

상품의 위생적 품질보증, 처리비용절감, 불합격품의 대량폐기 및 반품방지효과 기대.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내 안전성 확보로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증진에 따른 관련 산

업계 활성화. 

 다. 사회적 측면

  ▶ WTO/NR 대응 국가 식량에너지 안전확보/가격안정/수입대체 및 위생화.

   - 식량자원의 위생화/안전저장 유통기술의 이용 확대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

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상생활, 특히 식생활 속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 국민 이해 증진 제고. 

  ▶ 기타 상용화/실용화 가능성.

   - 방사선 조사식품 신규 10여개 품목허가 확대 및 법규개정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국내․외 시장성 확대.

  ▶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

   - 방사선 식품공학 및 식품교역에서 감마선 이용기술 자립기반 구축.

  ▶ 공공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감마선 이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패스트푸드점

에서의 식중독 예방/공중위생 및 국민보건 향상.

  ▶ 산업파급효과 및 인프라 구축 기여도.

   - 활용분야가 광범위한 감마선 이용기술 적용성 확대 및 공중보건산업에서 감마선 이용

기술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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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식품 위생화 기술개발로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과의 단체급식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식중독 예방으로 공중위생 및 국민보건 향상.

  ▶ 경제/산업에서 직․간접 생산성 향상 도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최근 미

국에서 E. coli O157:H7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년간 7천 ∼ 2만명이 피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억7천만달러에서 4억7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또한 연간 4백만 ∼ 6백

만명 식중독 발생, 경제적 손실 약 65억 ∼ 3백억달러).

  ▶ 국내에서 본 기술을 이용한 ’02년도 식품류 수출금액은 총 약 2억달러(약 2,500억원)로 식

품의 위생화에 사용되는 화학처리방법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되고 있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식품의 방사

선 조사 법규개정과 신규품목확대 입법안이 ’03년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현재의 2배 이상

(약 4억달러, 5,000억원)의 식품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식품산업

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방사선(RT)과 생명공학(BT)/나노(NT)기술과의 접목으로 개발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기술은 1억$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100억달러 이

상의 수출로 국내 생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2,000억달러 이상의 세계 시

장규모에서 관련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임.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확대 및 법규개정 확정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 국내법규 개정추진, ’03년 상반기).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및 실용화 확대를 위한 국내 

제 2,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현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수는 5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 주요 수출용 식량/식품의 생물학적 품질보증 검역처리기술 확보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시장성 확대의 활용.

  ▶ 연구결과 개발된 요소기술의 특성과 실용성을 관련 기관 및 산업체와의 조사/정보교류, 

실증시험을 통해 산업화 타당성을 검토.

  ▶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위한 협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전.

  ▶ 식량자원의 위생화와 식품 신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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