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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부과제 : 이온화 에너지 이용 안전성 확보 아이스크림 개발

Development of safety-enhanced ice cream by ionizing energy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ice cream product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was determined using ice bar, ice cream, ice milk and non-milk fat ice cream. 

Irradiation effect on enhancement of microbiological safety was also investigated at 

doses of 1, 3, and 5 kGy. The Hunter's values were slightly decreased by gamma 

irradiation, but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gamma-irradiated ice cream did not 

have the difference in color from non-irradiat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s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at the dose of 3 kGy or less (p<0.05), meaning no detectable 

acidification of fatty acid. But, at the higher dose above 3 kGy, the gamma irradiation 

affected flav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ice cream.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ice cream were detected at 1.70～3.32 Log CFU/g level. The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Listeria spp. Escherichia coli, and Salmonella spp. in ice cream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that the commercial ice cream products may be contaminated by 

the pathogenic microorganisms, L. inocua and E. coli. The D10 value of L. ivanovii and 

E. coli was calculated as 0.69～0.77 and 0.28～0.38 kGy, respectively. The D10 value of 

S. Typhimurium could not be calculated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method of ice cream with microbiologically safe and 

proper sensory quality using irradiation, flavor, and milk fat-reduced for sensitive 

consumer. The generla composition was not different among treatmetns. Total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as 1.60～2.40 Log CFU/g level in ice cream. No viable cells were 

observed by irradiation. Sensory evalu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anufactured ice cream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y gamma irradiation. No 

allergenicity was detected in ice cream by gamma irradiation. Therefore, a low dose 

irradiation (less than 3 kGy) with flavors and milk fat-reduced may enhance the safety 

of ice cream with proper sensory quality for sensitiv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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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국내 유가공 산업의 발 은 국민 식생활을 개선시켜 국민 양수 의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아이스크림은 주원료가 우유로서 우유의 소비량이 많은 제

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매년 신제품 출시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  

청소년 층 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선호하는 기호유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Chun, 2005).

아이스크림 제품은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따른 식품 는 첨가

물을 첨가한 후 냉동 경화하는 아이스크림류와 식품 는 식품 첨가물등을 혼합

살균하여 냉동한 빙과류가 있다. 아이스크림  빙과제품은 아이스크림류, 아이

스 크류, 지방 아이스크림류,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 샤베트  빙과류 등 6

종으로 나뉜다 (Han, 2005).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과정  온살균, 냉동  경화 공정에서 부분의 

해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온 장  유통은 다른 식품에 비해 

미생물로부터 안 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 spp., 

Escherichia coli  Yersinia spp. 등이 검출되어 아이스크림도 미생물학  안

성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Kim and Yoon, 1998). 

특히 미생물로부터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면역력이 상 으로 약한 ․유아  

면역결핍환자가 섭취하 을 경우 식 독을 비롯한 질병유발이 되기 쉬워 이를 

방할 수 있는 생화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Kim and Yoon, 1998; Kozak 

et al., 1996).

방사선 조사기술은 재 국제기구(FAO/IAEA/WHO)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그 

건 성과 경제성이 공인되어 재 52개국에서 230여종의 식품에 하여 식품 방

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Lee et al., 2005). 우리나라도 1987, 1988, 1991  

1995년에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 기존품목을 확

하여 복합조미식품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2004년 5월 추가로 허가되었다 

(KFDA, 2004). 특히 환자용 식품에 한 조사허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

드, 국, 네덜란드  크로아티아에서 허가되었으며 남아 리카에서는 크쉐이

크 분말을 1988년 5월 허가하 다 (IAEA, 2000). 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

리, 화학   능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품기인

성 미생물로부터의 험을 상당히 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생화 방법이다 

(Byun, 1997). 방사선 조사의 가장 큰 장   하나는 식품 품온의 상승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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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냉온살균이어서 특히 아이스크림과 같은 최종 제품의 장온도가 제한되고 

통  살균 처리가 곤란할 경우 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이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는 라디칼 생성으로 인해 지방산화를 진시켜 지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에

서는 품질이 하되기 쉽다. 그러나 세계 최 로 식용유지 제조공정에서 지방산

화의 진없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잔류 클로로필을 제거, 산화  지방산

화를 억제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Byu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 유아  면역결핍환자를 한 아이

스크림 개발을 하기 해 시  아이스크림에 감마선 조사를 하여 이에 따른 미

생물 오염도  품질을 평가하고 아이스크림 오염 미생물에 한 방사선 감수성

을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민감소비자를 한 알 르기 감 무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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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우유  유제품은 인류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양식품으로서 재에도 다양한 

가공식품에 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유아용 분유의 주원료로써 유아 양식의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90년  반을 정 으로 생산  

소비가 안정화되고 있어 우유의 수 조  문제 발생과 함께 소비자의 요구에 부

응하기 하여 다양한 유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Chun, 2005).

식품 안 성에 한 국민 심과 사회  비용에 한 우려가 세계 으로 두되

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 청(KFDA) 통계에 의하면 1995년 55건의 식

독의 발생으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하 으며, 매년 증가하여 1999년에는 174건, 

환자 7,764명에서 2001년 93건에 환자 수는 6,406명으로, 식 독 발병건수는 2000

년을 기 으로 어들었지만 건당 환자 수는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어 식 독 

사고의 형화와 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발생건수의 지속성을 특징으로 지 하

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살균과정을 거치고 냉동유통하나 제조과정  미생물의 

오염요인이 있으며, 수분활성이 높고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한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보존이 어렵고, 식품 생상의 식인성 질병을 일으키기 쉽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체 식 독 사고의 55.6%가 축산식품으로부터 유

래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KFDA, 2004; IAEA, 2000). 

특히 면역기능이 하된 환자(수술 후 등)나 ․유아 등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매우 민감한 계층을 한 안 한 멸균식이 필요하나 불충분한 멸균, 교차

오염 등에 의한 감염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한 과도한 열처리에 의한 조직

감과 외  등의 변화가 제품의 체 인 품질을 하시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생활로 인한 고통은 환자의 치유를 더디게 하고 ․유아 

등에 고른 양소 공 을 해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

다. 따라서 능 으로 우수하면서 양 으로 균형 인 멸균 유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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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 료   방 법

1 .  시  아 이 스 크 림  오 염 도  평 가   이 온 화  에 지  처 리  효과

   가.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오염도  품질 평가

    (1) 재료  포장

실험 재료는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류  빙과류(3종), 아이

스크림류(3종), 아이스 크류(3종)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1종)를 서로 다른 

4군데의 매 에서 구입하 고, 한 같은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코  딸

기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미생물 분석을 해 아이스크림을 각각 10 g씩 취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bag(2 mL O2/m2/24h at 0℃; 20 cm × 30 cm;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포장한 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2)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아

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아이스크림은 -2

0℃에서 0, 2  4주 동안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  안성을 조사하

다.

    (3)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 후 장기간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검사는 일반 호기성 미

생물, 효모  곰팡이, 그리고 장균군을 측정하 다. 즉, 시료 10 g에 멸균된 식

염수(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

(Model 400, Inter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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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를 사용하여 12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각

각의 배지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37℃에서 세균은 

2일, 효모  곰팡이는 25℃에서 5일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다.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석을 해 사용한 배지는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으며, 효모  곰팡이 검

출을 한 배지는 멸균된 10% Tartaric acid를 멸균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첨가하여 pH 3.6이 되도록 조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장균군의 경우 eosin methylene blu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 다.

    (4) 일반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분석을 해 수분, 지방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 다. 수분함량은 외선 수분함량 측정기 (Scaltec instrument, 

SMO01,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

의 조지방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해 Folch 등(1957)의 방법을 이용하 다. 시료 

5 g과 45 mL Folch (chloroform : methanol, 2 : 1) 용액을 250 mL 삼각 라스

크에 넣어 24 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 추출하 다. 추출 용액을 거름종이로 여

과한 다음 0.88% sodium chloride 용액을 남은 여액의 20%의 양이 되도록 넣어 

층을 분리하 다. 분리된 하층부 용액을 튜 에 넣은 후 질소 농축을 하여 남은 

지방함량을 계산하 다. 조단백질 함량은 Lowry 등(1951)의 방법을 이용하 다. 

실험 에 A (증류수 100 mL에 0.5 g CuSO4․5H2O와 1 g Na3C6H5O7․2H2O 

용해 )  B (증류수 1 L에 20 g Na2CO3와 4 g NaOH 용해)용액을 제조하 다. 

시료 0.5 mL에 2.5 mL의 C (1 mL A 용액과 50 mL B 용액) 용액을 가한 후 

10 분간 실온에 방치하 다. 그 후, D (10 mL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와 

10 mL 증류수) 용액 0.25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20 분간 실온에 방치한 다음 

분 도계 (UV 1600 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곡선은 bovine serum albumin (Sigma, St. Louis, MO)를 이용

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 다.

    (5)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색도 변화를 찰하기 해 시료 10 g

를 실온 (20℃)에서 용해한 다음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color/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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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

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6) 지방산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은 기체 크로마토그래  

(Agillent GC 6890, Palo Alt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시료 내의 지방을 

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다음 BF3-methanol을 이용하여 methylation 시켰다. 

지방산 분석을 한 GC 분석 컬럼으로 DB-WAX capillary (60 m × 0.25 mm × 

0.25 ㎛)를 사용하 고, 컬럼 온도는 180℃에서 5분간 유지하고 이어서 220℃까지 

분당 2.5℃ 승온한 후 25분간 유지하 다. 검출기는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사용하 고, 주입구의 온도는 210℃ 으며 검출기의 온도는 240℃를 유

지하 다. 운반기체는 질소가스 (0.9 mL/min)를 사용하 고 시료의 주입량은 1 

μL 으며 split mode (split ratio = 20 : 1)로 분석하 다. 

    (7) 지질산패도(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 TBARS) 측정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질산패도를 측정하기 해 시료 5 g을 15 

mL 증류수와 함께 균질기 (DIAX 900, Heidoph Co. Ltd., Germany)를 사용하여 

균질화 한 후 1 mL 을 취하여 20 mM thiobarbituric acid(TBA) in 15% 

trichloroacetic acid(TCA) 용액 3 mL과 50 μL BHA (7.2% butylated 

hydroxyanisole in ethanol)를 혼합한 다음 90℃ 수조에서 15 분간 가열하고 얼음

물에서 10 분간 냉각하 다. 반응용액을 원심분리기 (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600 × g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그 상등액

을 분 도계 (UV 1600 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흡 도를 기 으로 표 곡선에 따라 TBARS 값을 mg 

malondialdehyde/kg sample로 계산하 다.

    (8) 능평가

능평가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0 명의 능요원에 의해 7  기호척도

법을 이용하여 색, 향, 맛, 제척인 기호도  조사취에 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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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 분리/동정

    (1) 재료  포장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  동정을 해 서로 다른 2

군데 회사 제품으로 바닐라, 쵸코  딸기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을 시 에서 구

입하 다. 미생물 분석을 해 아이스크림을 각각 10 g씩 취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bag(2 mL O2/m2/24h at 0℃; 20 cm × 30 cm;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포장한 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2)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아

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아이스크림은 -2

0℃에서 0, 2  4주 동안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  안성을 조사하

다. 

    (3)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  동정

     (가) Listeria spp.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buffered listeria enrichment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을 첨가하여 30℃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oxford 

medium(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palcam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0℃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배

양 후 나타난 집락을 0.6% yeast extract 가 첨가된 tryptic so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계 배양한 후 30℃에서 48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catalase 검사  그람 염색을 통해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Listeria kit(API
Ⓡ,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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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coli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brain heart infusion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을 첨가하여 35℃에서 3시간 배양한 후 tryptone phosphate 

broth(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225 mL을 첨가하여 44℃에서 

20시간 배양하 다. 그 다음 Levine's eosin-methylene blue agar(Oxoid, 

Basingstoke, Hampshire, England)  MacConke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한 다음 35℃에서 20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이용하여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다)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시료 25 g에 lactos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225 mL

을 첨가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액 1 mL을 각각 tetrathionat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selenite cystine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rappapor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10 mL과 혼합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bismuth 

sulphit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xylose lysine 

desoxycholat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  hektoen 

enteric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5℃에서 24

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나타난 집락을 nutrient broth(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순수분리하여 35℃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을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통해 생화학  검사를 한 후 API 20E kit(APIⓇ,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최종 확인하 다.

2 .  이 온 화  에 지  처 리 시  아 이 스 크 림 의  병 원 성  미 생 물  살 균 효과  분 석

   가. 시  아이스크림에 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측정

    (1) 재료  포장

시 에서 매하고 있는 시  아이스크림 (바닐라, 쵸코  딸기 향)을 구입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구입한 시료 10 g을 polyethylene bag(2 ml O2/m2/24h at 

0℃; 20 cm × 30 cm;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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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pack, Hanguk Electronic, Kyungki, Korea)를 사용하여 함기포장하 다.

    (2) 멸균  균주 종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기 하여 아이스크림을 40 kGy의 조

사선량으로 멸균시킨후 미생물을 종하 다. 실험에 사용한 3 종류의 병원성 미

생물은 Listeria ivanovii KCTC 3444. Escherichia coli KCTC 1682.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이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타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각각 종된 0.6% yeast extract(Difco, Laboratories, 

Sparks, USA)가 포함된 tryptic soy agar(Difco, USA), tryptic soy agar  

nutrient agar(Difco, USA)에서 1백 이를 취해 같은 0.6% yeast extract가 포함

된 tryptic soy broth(Difco, USA), tryptic soy broth  nutrient broth(Difco, 

USA) 10 mL에 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종하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균주 종시 배양배지에서 오는 오차를 이기 해 2차 배양액을 원심분리기 

(600 × g, 15 min)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여 0.85% 멸균식염수로 2회 세척하 다. 

실험에 사용된 3균주의 기농도는 107-108 CFU/mL 수 이 되도록 하 으며 균

주를 멸균된 아이스크림에 2%(v/w)농도로 종하 다.  

    (3)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

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

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

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아이스크림은 

-20℃에서 0, 2  4주 동안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  안성을 조

사하 다. 

    (4) 미생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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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시료 10 g에 멸균 peptone 수 90 mL을 첨가하여 Lab blender(FM 

680T, Hanil,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6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

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각각의 배지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

배양방법으로 37℃에서 48시간 배양한후 계수하 다. 실험에 사용한 배지로는 L. 

ivanovii의 경우 0.6% yeast extract(Difco, Laboratories, Sparks, USA)가 포함된 

tryptic soy agar(Difco, USA), E. coli의 경우 tryptic soy agar를 사용하 으며 

S. Typhimurium은 nutrient agar(Difco, USA)를 사용하 다.

    (5) 통계분석

병원성 미생물을 종한 아이스크림의 방사선 감수성을 D10(90% 생존균의 감

소를 나타내는 선량; kGy)값을 구하 다.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 오차를 구하 다.

3 .  이 온 화  에 지  이 용  면 역 결 핍 용  환 자   민 감  소 비 자 용  안 성  확

보  아 이 스 크 림  개 발

   가. 이온화 에 지 이용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1) 시료 비

아이스크림 제조하기  10종의 향 (사과, 바나나, 쵸컬릿, 감귤, 커피, 민트, 복

숭아, 스피아민트, 딸기  바닐라)을 0, 1, 3  5 kGy로 조사하여 조사에 의한 

향기패턴의 변화가 없는 민트, 스피아민트  감귤향을 선별하 다. 향 첨가된 

아이스크림은 축산과학원 내 가공 시설에서 제조하 다. 아이스크림 조성  제

조과정은 각각 표 1  그림 1에 제시하 다. 향 무첨가군 제조 시 향 신 물을 

첨가하 다. 아이스크림 제조 완료 후 분석 까지 냉동상태(-20℃)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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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 조성

조    성 첨가량 (kg)

 크림 (Seoul milk Co., Seoul, Korea) 40

 설탕 (CJ Co., Utd, Seoul, Korea) 15

 우유 25

 탈지유 (Skim milk powder, Seoul milk) 5.5

 난황 2

 물 12.5

 향료 0.2

 

그림 1.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 제조과정.

    (2)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 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

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

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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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아이스크림은 

-20℃에서 0, 2  4주 동안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학  안성을 조

사하 다. 

    (3) 일반성분 분석

제조된 아이스크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해 외선 수분함량 측정기

(Scaltec instrument, SMO01,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지방  단백질 

함량 측정은 각각 Folch 추출법  달 측정법을 이용하 다.

    (4) 미생물 분석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

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배지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37℃에서 2일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다.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석을 해 사용

한 배지는 total plate count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

하 다.

    (5) 능평가

능평가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0 명의 능요원에 의해 7  기호척

도법을 이용하여 색, 향, 맛, 제척인 기호도  조사취에 해 평가하 다.

    (6)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970)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간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나. 알 르기 감 아이스크림 개발

    (1) 시료의 비

알 르기 감화 아이스크림 제조를 해 유지방은 생크림(fresh cream, 

Lottesamkang co., Cheonan, Korea)을 원심분리기(himac CR222G,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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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oya, Japan)로 원심분리(4℃, 1000 rpm, 10 min) 후 얻어진 상층의 지방만을 , 

백설탕(white sugar, CJ co, Seoul, Korea), 유화제(SP100, Lottesamkang co., 

Cheonan, Korea)를 사용하 다. 배합비는 표 2와 같았으며, 제조 공정은 그림1과 

동일하나 향을 첨가하는 공정을 제외하여 소형 아이스크림 제조기(SSI-141T, 

SE-A co., Incheon, Korea)를 사용하 다. 이 때 첨가한 물의 양은 생크림의 수

분함량인 52.15%를 기 으로 첨가량을 조 하 으며, 제조된 아이스크림은 제조 

완료 후 분석 까지 냉동상태(-30℃)를 유지하 다. 

표 2. 유지방 분리 아이스크림 조성

     

조        성 첨가량 (g)

 유지방 600

 설탕 215

 유화제 12

 물 1050

   (2) pH 측정

제조된 아이스크림의 pH는 4℃ 냉장고에서 1시간 동안 해동시킨 후 pH meter 

(MP200, Mettler-toledo GmbH, Schwerzenbach,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정

하 다.

   (3) 미생물 분석

제조된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장균군을 측정하 다. 일반 호기

설 미생물은 10 g에 멸균된 증류수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3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표 한천배지(Plate counte agar, 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으며, 장균군 측정

은 petri film (E. coli/Coliform count plate, 3M microbiology products, 

Minnesota, USA)에 4℃에서 1시간동안 해동시킨 아이스크림을 1 mL 분주하여 

35℃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 다.

    (4) 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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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가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0명의 능요원에 의해 7 척도법을 

이용하여 색, 향, 맛, 제척인 기호도, 이취  조사취에 해 평가하 다.

    (5) 우유 알 르기 활자 청과의 결합 반응성 실험

환자 청과의 우유 단백질의 결합 반응성은 ELI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즉 

우유 단백질을  basic coating buffer(0.1M sodium carbonate, pH 9.6)를 사용하여 

1.0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polystyrern flat-bottom microtiter 

plate(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100 μl를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well에 고정시켰고, 1%의 gelatine 용액 200 μl를 첨가하여, blocking하 다. 

일정하게 희석된 우유 알러지 환자 청을 100 μl씩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0.1 μ

g/ml로 희석한 2차 항체 mouse anti-human IgE/IgG에 horseradish peroxidase 

(HRP, Southern Biotechnology Associates, Inc. Birmingham, AL, USA)를 100 μ

l씩 첨가하여 반응시킨후, 0.04% o-phenylenediamine(OP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기질 용액을 사용하여 발색을 유도하고 0.1 M sulfuric acid 

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킨후 450nm에서 흡 도를 ELISA reader(Zenyth 3100, 

Anthos Labtec Instruments GmbH, Salzburg, Austria)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수치를 나타내었다. 각 단계별 반응후 well을 0.01%(v/v) Tween 20을 함유한 

PBS 완충액(PBST)으로 5회 세척하 다. 

    (6)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970)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간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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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고 찰

1 .  시  아 이 스 크 림  오 염 도  평 가   이 온 화  에 지  처 리  효과

   가.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오염도  품질 평가

    (1) 시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오염도 평가  방사선 처리 효과

국내 유통 인 아이스크림  빙과제품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편의상 

빙과류 3종, 아이스 크류 3종, 아이스크림류 3종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 1종

으로 분류하여 일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곰팡이, 그리고 장균군 수 측정 결

과를 표 3에 나타냈다. 모든 제품에서 효모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약 

1～2 Log CFU/g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아이스크림류에서 

가장 많은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나타났다. 장균군의 경우 A와 F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제품에서 1～1.5 Log CFU/g이 검출되었다. 감마선 조사

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효과를 살펴보면 부분의 제품에서 3 kGy의 감마선 조사

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C, D  I 제품은 3 kGy 조사 후에도 1 Log 

CFU/g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류도 

생 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으며 안 성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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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미생물 오염도 측정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 mold coliform

Water ice

A

0 1.30±0.05
2) -1) -

1 1.00±0.07 - -

3 1.00±0.05 - -

B

0 1.00±0.09 - 1.00±0.12

1 1.00±0.05 - 1.00±0.09

3 - - -

C

0 1.84±0.05 - 1.17±0.15

1 1.81±0.03 - 1.00±0.07

3 1.69±0.11 - 1.00±0.15

Ice milk

D

0 1.30±0.09 - 1.60±0.22

1 1.17±0.07 - 1.00±0.17

3 1.07±0.05 - 1.00±0.09

E

0 2.00±0.05 - 1.69±0.09

1 1.54±0.07 - 1.39±0.05

3 - - 1.00±0.07

F

0 1.39±0.15 - -

1 1.00±0.12 - -

3 - - -

Ice cream

G

0 1.90±0.05 - 1.39±0.11

1 1.30±0.09 - 1.00±0.09

3 - - -

H

0 2.04±0.07 - 1.39±0.07

1 1.30±0.09 - 1.39±0.11

3 - - 1.00±0.15

I

0 2.07±0.15 - 1.87±0.09

1 2.06±0.12 - 1.60±0.14

3 2.04±0.07 - 1.30±0.15

Non 

milk-fat 

ice cream

J

0 1.54±0.05 - 1.30±0.12

1 1.39±0.09 - -

3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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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오염도 평가  방사선 처리 효과

앞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미생물 분포가 높았던 아이스크림류  가장 

인 향인 바닐라, 쵸코  딸기 아이스크림을 상으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

를 하 다. 앞의 연구 결과 3 kGy 조사 후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어 조사선량을 0. 

1, 3  5 kGy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2.3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3  5 kGy에

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 조사구의 경우 장 기간 동안 약 0.3 Log 

CFU/g이 증가하 으며 조사구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쵸코 아이스크림의 경우 

2.9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 조사구의 경

우 장기간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3.32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 0  1 kGy에서는 

장기간 동안의 미생물 수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 3 kGy에서는 약 1 Log 

CFU/g 증식하 다.

표 4. 감마선 조사한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2.30±0.05 2.65±0.072)
2.60±0.12

1 2.00±0.10 - -

3 -1) - -

5 - - -

Chocolate 0 2.90±0.05 3.08±0.20 3.00±0.02

1 2.85±0.07 2.48±0.05 2.40±0.17

3 2.70±0.15 2.18±0.09 2.00±0.05

5 - - -

Strawberry 0 3.32±0.23 3.20±0.21 3.23±0.15

1 3.00±0.12 3.08±0.09 2.98±0.27

3 1.95±0.20 2.90±0.10 2.90±0.02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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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효모  곰팡이의 변화는 표 5에 나

타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효모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쵸코 아이스크림

의 경우 2.30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장기간 동안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2.7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구의 경우 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표 5. 감마선 조사한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효모  곰팡이 수

       

Species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2) - -

1 - - -

3 - - -

5 - - -

Chocolate 0 2.30±0.05
1) - -

1 2.00±0.09 - -

3 1.48±0.12 - -

5 - - -

Strawberry 0 2.70±0.07 2.48±0.09 2.40±0.10

1 2.30±0.04 - -

3 1.70±0.15 - -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바닐라, 쵸코  딸기 향 아이스크림의 장균군의 변화는 표 6에 나타내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1.7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3  5 kGy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 조사구의 경우 장기간 동안 0.3 Log CFU/g이 증식하

으나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쵸코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2.23  

2.40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5 kGy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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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감마선 조사한 서로 다른 향을 가진 아이스크림의 장균군수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1.70±0.07 2.04±0.20
2) 2.00±0.10

1 1.30±0.04 - -

3 -
1) - -

5 - - -

Chocolate 0 2.23±0.23 3.22±0.10 3.20±0.11

1 2.08±0.15 2.60±0.07 2.60±0.15

3 1.70±0.09 2.18±0.05 2.00±0.07

5 - - -

Strawberry 0 2.40±0.05 2.81±0.10 2.85±0.20

1 1.70±0.09 2.30±0.07 2.40±0.11

3 1.00±0.05 2.18±0.09 2.30±0.15

5 - - -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2) 
Mean±standard deviation (n = 2).

이와 같이 바닐라, 쵸코  딸기 맛 아이스크림의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약 

2～3 log CFU/g이 검출되어 아이스크림이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Kamat 등(2000)은 아이스크림을 -72℃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하 을 때의 일

반 호기성 미생물, 효모  곰팡이와 장균군의 변화를 비교하 을 때 비 조사

구의 경우 각각 5.5 × 10
6, 3.4 × 105  2.0 × 103이 검출된 반면 5 kGy 에서는 

10 CFU/g 이하의 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 (2005)은 Listeria의 경우 

포자생성균을 제외한 세균  냉동, 건조, 열에 비교  강한 항력을 가지며, 내

염성  온성으로 인하여 식품산업에 커다란 험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 다.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실험 결과 수분의 경우 32.91～63.05%, 지방 5.5

8～6.23%  단백질 3.74～4.09%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반식품성분표(Chae et al., 2003)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의 수분함량은 60%, 지방  단백질의 함량은 각각 6.0  4.2%로 제

시되었다. 한 국제 식품성분표(CENEXA, 1991)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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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분 함량은 35～40%, 당 20～25%, 단백질 3～6%  지방 4～10%로 제시되

었다. Adeil Pietranera 등(2003)은 냉동 상태에서 낮은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한 

아이스크림의 일반 성분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용하면 아

이스크림 내 일반 성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되었다.

표 7.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분석

Sample
Irradiation dose 

(kGy)

General composition (%)

Moisture Fat Protein

Vanilla

0 53.27 5.99 4.03bc

1 48.47 5.89 3.96c

3 47.21 5.79 4.05b

5 45.45 5.58 4.12a

SEM1) 3.70 0.30 0.02

Chocolate

0 40.17 6.22 4.09a

1 35.37 6.17 4.03b

3 32.91 6.14 4.01b

5 37.51 6.14 4.00b

SEM 4.22 0.03 0.01

Strawberry

0 63.05 6.23 4.00a

1 41.52 6.20 3.90ab

3 45.96 6.16 3.82bc

5 40.64 6.14 3.74c

SEM 8.08 0.01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4)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색도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색도 측정 결과를 표 8에 나타냈다. 측

정결과 명도, 색도  황색도 모두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값이 약간 감소하 음을 확인하 다. Lee 등(2006)은 당  lysine 혹은 당

-lysine 혼합모델 수용액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갈변도 변화  화학  특성을 

연구한 결과 당 는 아미노산 단독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당-아민 환경

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비환원당인 sucrose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생성되어 다른 당에 비해 높은 갈변 반응성을 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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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 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당  단백질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갈

변반응을 일으켜 색도가 변화한 것이라고 단되었다. 한 딸기 아이스크림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가 증가하고 색도가 감소하 는데 이는 

딸기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가 조사에 의해 괴되었기 때문이라

고 단된다.

표 8.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색도 변화

Hunter
Irradiation dose 

(kGy)

Flavor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L

0 62.90a 44.96a 52.47b

1 60.62b 43.08b 53.62b

3 61.95a 43.44b 55.55a

5 57.22c 43.79b 56.47a

SEM1) 0.49 0.30 0.59

a

0 -1.32a 6.07a 13.18a

1 -1.52bc 5.35b 9.71b

3 -1.46b 5.31b 0.42c

5 -1.56c 5.01c -0.50d

SEM 0.03 0.05 0.07

b

0 0.02
a 7.96a 0.67a

1 -0.14a 6.67b -0.53b

3 -0.31
a

6.54
b

-1.83
c

5 -0.78b 6.31c -2.58d

SEM 0.19 0.06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a-d means that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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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 결과를 그림 2～4에 제시

하 다. 아이스크림 내 함유된 지방산은 caprylic acid, capric acid, lauric acid,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로 나타났으며 주요 지방산은 lauric 

acid로 확인되었다. Shin (1978)은 국내 시  아이스크림의 주요 지방산은 lauric 

acid  palmitic acid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 다. Fernandez 등(2000)에 따르면 

스페인 내 패스트푸드  포화지방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도넛에서는 53.5 %, 

이크는 40.2%, 비스켓은 60.4%  아이스크림은 65.8%로 나타나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각 지방산 함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표 9), 이는 아이스크림 제조 원료

인 난황을 감마선 조사하여 유리 지방산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Badr, 2006)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 지방산 함량이 감소하 다는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

사를 하여 조사에 의한 양성분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 단된다(Adeil 

Pietranera et al., 200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용

하면 아이스크림 내의 지방산 함량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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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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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쵸코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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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딸기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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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 Fatty acid

Irradiation dose (kGy)

SEM1)

0 1 3 5

Vanilla

Caprylic acid 14.42 13.97 14.52 14.98 0.50

Capric acid 6.94 6.62 6.75 6.95 0.24

Lauric acid 46.58 46.18 48.05 47.11 0.70

Myristic acid 11.78 12.39 10.65 12.57 0.69

Palmitic acid 4.60 4.46 4.81 4.97 0.84

Stearic acid 4.81 4.97 5.06 3.91 0.58

Chocolate

Caprylic acid 15.71 15.45 15.36 14.07 0.40

Capric acid 7.06 7.01 6.63 6.58 0.08

Lauric acid 48.23 46.92 45.63 41.75 0.80

Myristic acid 11.65 11.93 11.94 11.85 0.98

Palmitic acid 4.40 4.55 4.39 4.48 0.33

Stearic acid 5.11 4.74 3.74 4.71 0.32

Strawberry

Caprylic acid 12.72 14.91 16.14 16.35 0.43

Capric acid 5.84 7.02 6.78 7.18 0.14

Lauric acid 45.16 46.58 47.53 46.67 0.51

Myristic acid 15.30 14.05 12.24 12.01 0.60

Palmitic acid 5.43 4.66 5.87 5.38 0.64

Stearic acid 6.61 5.51 5.21 5.12 0.22

표 9.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방산 함량 변화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5)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질산패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질산패도 측정 결과를 그림 5에 제시

하 다. 실험결과 모든 향에서 비조사군에 비해 조사군에서 지질산패가 진행되었

음을 확인하 다. Dipuo Seisa 등(2004)은 치즈를 숙성  조사한 후의 TBARS 

값을 측정한 결과 각각 0.812  1.612 mg/kg으로 나타나 조사에 의해 치즈 내 

지질이 산패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Kim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일

반 으로 감마선 조사는 산소가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의 산화를 야기시킨다. 그

러나 감마선 조사 시 tocopherol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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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방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다(Lee et 

al., 2005). 한 시료를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용하 을 때 아이스크림

의 지방산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Adeil Pietranera et al., 

2003). 아이스크림의 경우 유지방 함량이 높아 감마선 조사를 하 을 때 지방산

화를 완 히 억제할 수 없으나 냉동상태에서의 감마선 조사  항산화제의 첨가 

등을 병용한다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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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5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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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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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a choco late s trawbe rry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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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지질산패도.

    (6)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기호도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능  특성변화를 알아보기 해 감마

선 조사 직후 능평가를 실시하 다 (표 10).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색도계

를 이용하여 색의 변화를 측정하 을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가 

있었지만 능평가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의 변화는 유의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향, 맛, 체 인 기호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기

호도가 감소하 다. 한 조사선량에 따라 이취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한 이취  이미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

칼의 작용으로 단백질  지방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단되었다(Lee et al., 

2005). Adeil pietranera 등(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4 kGy로 조사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비조사군과 능 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쵸코 아이스크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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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군이 비조사군에 비해 기호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페퍼

민트  감귤향과 같은 특정한 향을 첨가한 아이스크림을 감마선 조사하여 능

인 특성을 비교하 을 때 비조사군과 유의 인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었다(Hashisaka et al., 1990; Kim et al., 2007). 한 Kim 등(2005)은 감귤

향의 주성분인 limonene을 방사선 조사하 을 때의 함량이 변화가 없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감마선으로부터 항성이 강한 향을 첨가하면 감마선으로 인

해 생성되는 이미  이취로부터 masking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lavor
Irradiation

dose (kGy)
Color Od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Irradiation

odor

Vanilla

0 5.20 5.90a 5.70a 6.00a 1.40c

1 5.10 4.90ab 4.60ab 4.60ab 2.20c

3 5.60 4.00b 3.90b 3.70b 3.80b

5 5.90 2.40c 1.70c 2.00c 6.40a

SEM1) 0.60 0.59 0.65 0.76 0.75

Chocolate

0 5.10 5.40a 6.10a 6.20a 1.70b

1 5.20 5.50a 5.00a 5.50a 2.60b

3 4.80 3.70b 2.40b 2.90b 5.30a

5 4.40 3.40b 2.10b 2.50b 5.50a

SEM 0.80 0.57 0.62 0.64 0.73

Strawberry

0 5.90 5.70a 5.90a 6.10a 2.00b

1 5.00 4.60a 3.40b 3.70b 3.50b

3 4.80 2.50b 2.50b 2.20c 5.70a

5 5.40 3.00b 2.90b 2.90bc 5.50a

SEM 0.69 0.66 0.79 0.68 0.85

표 10.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기호도 평가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a-c
 means that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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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 분리/동정

시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E. coli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 다. 

아이스크림의 Listeria spp. 분리  동정 시험에서 A사의 딸기향, B사의 바닐

라, 쵸코  딸기향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로 추정되는 집락이 나타나 catalase 

검사  gram staining을 시행하 다. Catalase 검사는 모두 양성이었으나 그람 

염색 결과 B사의 딸기향 아이스크림을 제외하고 모두 그람 양성  단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API Listeria kit(APIⓇ, Biomeriux, France)를 이용한 최

종 확인 결과 A사의 딸기향, B사의 바닐라  쵸코향 아이스크림에서 L. inocua

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하 다.

아이스크림의 E. coli 분리  동정 시험을 해 유제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

는 장 출 성 장균(enterohemorrhage E. coli, EHEC) 검출법을 이용하여 시

험하 다. 그 결과 A사  B사의 아이스크림에서 E. coli로 의심되는 집락이 발

견되어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시행한 결과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oxidase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람 염색에서는 그람 음성  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최종 확인을 해 API 20E kit(APIⓇ, Biomeriux, France)을 사용한 

결과 A사의 아이스크림에서 E. coli가 검출되었음을 최종 확인하 다.

아이스크림의 Salmonella spp.의 분리  동정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서 

Salmonella 의심 집락이 나타나 oxidase 검사  그람 염색을 시행하 다. 모든 

제품에서 oxidase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람 음성  간균 형태 다 

(data not shown). 그러나 API 20E kit(API
Ⓡ, Biomeriux, France)을 이용한 동정 

결과 Salmonella spp.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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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동정

L. inocua E. coli Salmonella spp.

A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B

Vanilla + - -

Chocolate + - -

Strawberry - - -

         +: present, -; absent.

실험 결과, 아이스크림에 병원성 미생물인 Listeria spp.  E. coli에 오염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 다. 이는 아이스크림을 장하는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내 

잔존하는 온성 세균이 증식함과 동시에 아이스크림 제조과정 시 생 리가 

철 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Kozak 등(1996)은 L. 

monocytogenes는 동물과 농장 환경에서부터 제품 생산과정이나 제조과정  

장온도까지 쉽게 오염되어 식품으로 염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 다. 

Warke 등(2000)은 인도에서 시 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오염실태를 알아본 결

과 L. monocytogenes  Yersina spp.이 잔존한 반면 Salmonella spp.는 검출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  안 성, 보존성  생성 향상을 

한 연구를 해 아이스크림에 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변화  병원성 미

생물을 검출한 결과 아이스크림을 장하는 과정에서 잔존하는 온성 세균의 

증식과 제조  유통과정 등의 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어 아이스크림에 한 

생 리가 철 히 요구된다. 한 아이스크림을 5 kGy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하

을 경우 아이스크림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해 효과 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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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온 화  에 지  처 리 시  아 이 스 크 림 의  병 원 성  미 생 물  살 균 효과  분 석

   가. 시  아이스크림에 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측정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Listeria ivanovii의 살균효과

3종류의 아이스크림에 약 7 Log CFU/g의 L. ivanovii를 종하고 방사선을 조

사하여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 다. 실험결과 3 kGy 감마선 조

사 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0℃에서 4주간 냉동 장 하 을 경우에도 

Listeria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3 kGy의 감마선 조사는 

Listeria를 멸균하는데 충분한 조사선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에서 흔히 발생되는 Listeria에 의한 식 독의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에 해 항성이 약한 면역결핍 환자에게 효과 으로 이용할 t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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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Listeria ivanovii의 살균

효과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Before frozen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7.41±0.04 7.13±0.05
1) 6.40±0.11 6.31±0.07

1 4.84±0.09 5.04±0.15 5.00±0.04

3 1.00±0.02 NG2) NG

5 NG NG NG

Chocolate

0 7.49±0.01 7.16±0.21 6.53±0.12 6.47±0.15

1 4.90±0.09 5.54±0.07 5.76±0.12

3 1.39±0.11 NG NG

5 NG NG NG

Strawberry

0 7.38±0.04 7.01±0.02 4.60±0.15 4.43±0.12

1 4.77±0.09 3.99±0.12 4.08±0.07

3 1.15±0.12 NG NG

5 NG NG NG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Viables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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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Escherichia coli의 살균효과

3종류의 아이스크림에 E. coli를 종하고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을 알아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 다. 실험결과 기 7 Log CFU/g으로 종하 던 미생

물 수가 1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 4 Log scale (10,000분의 1)정도로 감소하

으며, 약 3 kGy의 감마선 조사로 멸균이 가능하 다. 특히 -20℃ 장 시 감

마선 조사에 의한 향으로 남아있던 미생물이 완 히 사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Escherichia coli의 살균

효과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Before frozen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7.21±0.05 6.50±0.071) 5.32±0.09 5.76±0.09

1 2.20±0.12 NG2) NG

3 NG NG NG

5 NG NG NG

Chocolate

0 7.25±0.02 6.52±0.20 5.37±0.11 5.42±0.15

1 2.18±0.12 NG NG

3 NG NG NG

5 NG NG NG

Strawberry

0 7.27±0.02 6.82±0.05 5.52±0.12 5.87±0.15

1 2.22±0.09 NG NG

3 1.93±0.07 NG NG

5 NG NG NG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Viables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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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Salmonella Typhimurium의 살

균효과

3종류의 아이스크림에 S. Typhimurium을 종하고 감마선을 조사하여 감수성

을 알아본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 다. 인 으로 아이스크림에 S. 

Typhimurium를 종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최하 1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모두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Listeria  E. coli에 비해 방사선에 한 

항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20℃에서 4주간 장하여도 미생물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 Salmonella는 비교  낮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 다.

Flavor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Before frozen 0 week 2 week 4 week

Vanilla

0 7.23±0.04 3.59±0.091) 2.15±0.07 2.15±0.07

1 NG2) NG NG

3 NG NG NG

5 NG NG NG

Chocolate

0 7.20±0.04 4.76±0.12 2.76±0.11 3.47±0.12

1 NG NG NG

3 NG NG NG

5 NG NG NG

Strawberry

0 7.25±0.03 4.33±0.03 1.97±0.07 NG

1 NG NG NG

3 NG NG NG

5 NG NG NG

표 14.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에 오염된 Salmonella 

Typhimurium의 살균효과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Viables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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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  아이스크림의 병원성 미생물에 한 D10 값 측정

상기 결과로부터 각각의 병원성 미생물에 한 D10 value를 측정한 결과를 표 

15에 나타냈다. L. ivanovii는 0.71～0.77 kGy로 방사선에 한 내성이 가장 강한 

균주로 확인되었으며, E. coli는 0.28～0.38 kGy이었으며, Salmonella균은 최하 

0.1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 방사선에 한 내성이 가장 

약한 균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약 3 kGy의 감마선 조사는 Listeria, E. coli  

Salmonella 등 표 인 아이스크림의 병원성 미생물을 멸균하는데 충분한 조사

선량으로 확인되었다. 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아이스크림과 같이 가열살균이 

불가능한 냉동식품의 살균에 효과 이며, 특히 병원성 미생물에 해 항성이 

약한 면역결핍 환자용 아이스크림 제조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

되었다.

Pathogens Vanilla Chocolate Strawberry

 Listeria ivanovii 0.75±0.011) 0.77±0.05 0.71±0.02

 Escherichia coli 0.31±0.05 0.28±0.09 0.38±0.07

 Salmonella Typhimurium -2) - -

표 15. 시  아이스크림의 병원성 미생물에 한 D10 값 측정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The D10 value cannot be calculated in the present study because S. Typhimurium 

was not detectable at 0.1 kGy.

3 .  이 온 화  에 지  이 용  면 역 결 핍 용  환 자   민 감  소 비 자 용  안 성  확

보  아 이 스 크 림  개 발

   가. 이온화 에 지 이용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1) 일반성분 분석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분석결과를 

표 16에 제시하 다. 실험 결과 수분의 경우 56.8～59.8%, 지방 15.1～18.9%  

단백질 3.9～4.8%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반식품성분표(Chae et al., 2003)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의 

수분함량은 60%, 지방  단백질의 함량은 각각 6.0  4.2%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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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il Pietranera 등(2003)은 냉동 상태에서 낮은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한 아이스

크림의 일반 성분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 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용하면 아이스크

림 내 일반 성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되었다.

표 16.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분석

Flavors
Irradiation

dose (kGy)

General composition (%)

Moisture Fat Protein

Control

0 56.7 17.6 3.9

1 58.6 18.9 4.7

3 59.3 18.9 4.4

5 56.8 15.9 4.8

SEM1) 1.52 2.95 0.33

Spearmint

0 57.5 18.0 4.2

1 56.8 17.1 4.2

3 58.0 17.4 4.7

5 59.3 16.6 4.4

SEM 1.87 0.90 0.39

Mint

0 58.8 16.7 4.2

1 57.7 14.2 4.4

3 59.1 15.5 4.5

5 58.0 17.3 4.5

SEM 0.52 1.72 0.40

Citrus

0 58.2 16.5 4.4

1 56.6 17.8 4.8

3 59.8 16.8 4.8

5 58.8 15.1 4.5

SEM 1.43 1.03 0.40

1 )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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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생물 분석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는 표 17에 나타내었다. 

향 무첨가군의 경우 2.4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스피아민트, 민트  감귤향 

처리군은 각각 1.2, 1.4  1.2 Log CFU/g이 검출되었다. 향 무첨가군은 1 kGy

에서 1.2 Log CFU/g이 검출된 반면 향 처리군은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

다. Kozak (1996)은 L. monocytogenes의 경우 다른 bacteria보다 0℃ 이하에서 

더 오래 남아있어 오염된 유제품 섭취 시 Listeriosis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Kamat 등(1989)은 면역결핍환자용 아이스크림과 치즈 개발 

시 1 kGy의 선량 조사로 부분의 병원균을 제거하 으며 능  품질 향이 

없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와 향 첨가의 병용처리는 아이스크림 

내 잔존하는 미생물을 사멸하는 데 효과 이라고 단된다.

표 17.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 

Flavors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None

0 2.4±0.121)

1 1.2±0.21

3 ND2)

5 ND

Spearmint

0 1.2±0.33

1 ND

3 ND

5 ND

Mint

0 1.4±0.12

1 ND

3 ND

5 ND

Citrus

0 1.2±0.21

1 ND

3 ND

5 ND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
Viables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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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능평가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능  특성변화를 알아보기 해 감마선 조사 직

후 능평가를 실시하 다 (표 18). 향 무첨가군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맛  체 인 기호도가 감소하 으며 조사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

러나 스피아민트  민트향의 경우 비조사군과 1 kGy 처리군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감귤향의 경우 3 kGy의 처리군이 가장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부 연구에서 페퍼민트  감귤향과 같은 특정한 향을 첨가한 아이스크림

을 감마선 조사하여 능 인 특성을 비교하 을 때 비조사군과 유의 인 차이

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Hashisaka et al., 1990; Kim et al., 2007). 따

라서 감마선으로부터 항성이 강한 향을 첨가하면 감마선으로 인해 생성되는 

이미  이취로부터 masking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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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s
Irradiation 

dose (kGy)
Color Od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Off-odor

Control

0 4.5 4.1 5.1
a 5.3a 1.6b

1 4.6 3.8 3.3b 3.4b 3.0a

3 5.1 3.0 2.9b 3.3b 4.1a

5 4.9 3.0 3.5b 3.4b 3.7a

SEM1) 0.6 0.6 0.6 0.6 0.7

Spearmint

0 4.5 4.6 5.4a 5.1a 2.8ab

1 4.6 4.5 5.1a 5.4a 2.4b

3 5.3 4.3 3.6b 3.8b 3.1ab

5 5.3 3.8 3.5
b

3.4
b

4.2
a

SEM 0.5 0.5 0.5 0.5 0.7

Mint

0 4.9 4.5 2.7b 3.0b 2.8ab

1 4.9 5.3 5.6a 5.4a 1.9b

3 5.2 4.0 3.1b 3.3b 3.7a

5 4.5 4.0 3.4b 3.4b 2.9ab

SEM 0.6 0.6 0.6 0.6 0.6

Citrus

0 4.7 4.4ab 4.3ab 4.0ab 3.1

1 4.7 4.1b 4.6a 4.4ab 2.4

3 4.4 5.1
a 5.4a 5.1a 2.0

5 4.9 4.1b 3.3b 3.6b 3.1

SEM 0.6 0.5 0.6 0.7 0.6

표 18.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능평가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a-b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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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 르기 감 아이스크림 개발

    (1) pH

생크림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이용하여 제조된 알 르기 감화 아이스크림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 변화는 표 19에 나타내었다. 생크림에서 분리한 유지방

으로 제조한 아이스크림에 감마선 1, 3  5 kGy로 조사한 결과 비조사구에서 

6.35로 나타났으며, 비조사구가 조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에 있어 pH는 산도와 함께 아이스크림의 믹스 

안 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써 무지고형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사

용된다. 특히 pH 6.2～6.4에서 단백질의 안정화가 이루어져 단백질의 수화가 최

로 이루어져 양질의 아이스크림을 제조가 가능하다(Han, 2005). 본 연구에서 

비조사구가 6.35로 가장 좋은 단백질 수화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비조사구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어 무지고형분의 함량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생크림으로부터 분리된 유지방에 무지고형분의 함량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표 19.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지방 아이스크림의 pH 변화

       

Values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pH 6.35±0.52NS 6.93±0.44 6.76±0.24 6.73±0.87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6), 
1)

NS: Non-significantly.

   (2) 미생물 실험

알 르기 감화 유지방 아이스크림의 감마선에 의한 일반 호기성 미생물  

장균군의 생육 변화 실험에 한 결과는 표 20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 미

생물은 비조사구에서 1.60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균군 결과에서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

았다. 식품공 (KFDA, 2004)에서 아이스크림과 지방아이스크림은 세균수가 1 

mL당 100,000이하, 장균군이 1 mL당 1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합한 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아이스크림에 한 오염도를 평가한 연구(Kim et 

al., 2005)에서 아이스크림에 한 장균군의 오염정도가 1.00～1.39 정도로 나타

났으며, 국외 시  아이스크림에 한 감마선 조사의 향에 한 연구(Ad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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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ranera et al., 2003)  비조사구가 1.6 × 105로 나타났으나,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 으며, 장균군은 비조사군에서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마선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의 생학  안 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감마선의 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지방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Log CFU/g)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Total aerobic bacteria 1.60 ND
1) ND ND

Coliform group ND2) ND ND ND

        Mean (n=2).
        1)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
2

 CFU/g.
        2)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1 CFU/g.

   (3) 능 검사

감마선 조사된 알 르기 감화 아이스크림의 능검사 결과는 표 21과 같았

다. 색, 향미  맛에 있어서 비조사구가 조사구보다 높은 수를 얻었다. 체

인 기호도에 있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는 낮아졌으며, 특히 5 kGy 조

사구에서는 2.63으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내었다. 이취는 유의 인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나, 체 으로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따른 이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유의 으로 높은 수를 얻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이미의 증가가 뚜렷이 나

타났으며, 5 kGy에서 4.00으로 비조사구 1.63에 비해 높은 특성 강도를 나타냈다. 

일반 으로 지방에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peroxide의 형성으로 

인한 산패취가 발생하며, 이를 이취 는 조사취(off odor)로 표 하며 조사선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FAO/IAEA/WHO Study group. 

1999),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이취  이미의 증가로 체 인 기호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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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지방 아이스크림의 능  특성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Color 6.50±0.53a 6.25±0.71ab 5.25±1.28b 5.25±1.28b

Flavor 4.25±1.04NS 3.50±1.41 3.38±1.06 4.00±1.77

Taste 5.50±1.31a 3.38±1.85b 3.50±1.77b 3.38±1.51b

Overall 
acceptance 6.25±0.71a 4.75±1.49b 4.13±1.25b 2.63±1.41c

Off-flavor 1.88±1.73NS 2.88±2.17 2.63±1.69 1.75±0.89

Off-taste 1.63±1.41b 3.88±1.81b 3.13±1.46ab 4.00±1.78a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8), 1)NS: Non-significantly.
       a-c

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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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유 알 르기 환자 청과의 결합 반응성 실험

환자 청과 우유 단백질과의 결합반응성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환자 청과

의 결합반응성은 생크림과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아이스크림에서 각각 단백질을 

포함하는 부분과 단백질이 제거된 지방부분에서 측정되었다. 생크림의 경우 체

부분에서 0.9의 흡 도 값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일부 알 르기원성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이 제거된 부분에서는 알 르기원성이 발견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가공품인 아이스크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단백질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알 르기원성이 나타나고, 단백질이 제거

된 지방부분에서는 알 르기원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찰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제품에서 주된 알 르기원성을 나타내는 alpha-lactoglobulin, 

beta-lactoglobulin, casein, bovine serum IgG, bovine serum albumin등이(Burks 

et al., 1990; Schwartz, 1991; Werfel et al., 1997) 단백질이고 이러한 알 르기원

성을 가지는 단백질이 제거된 지방 부분에서는 알 르기원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g E -bind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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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원료  아이스크림과 우유 알 르기 환자 청과의 결합 반응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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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유아  면역결핍환자와 같은 민감소비

자들을 한 알 르기 감 무균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해 감마선 조사한 시

 아이스크림의 품질 평가, 미생물 분포도  오염 미생물의 분리/동정하여 방

사선 감수성을 측정하여 이를 토 로 알 르기 감 무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

다.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포도 결과 1.70～3.32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감마

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의 수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서로 다른 회사 제

품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출 결과 L. inocua  E. coli는 각각 3종씩 검출되었으

나 Salmonella는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시  아이스크림의 품질 

평가를 연구한 결과, 3 kGy이상의 조사에 의해 크림 내 함유된 지질이 산패되면

서 기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 시  아이스

크림에 한 D10 value를 측정한 결과 Listeria ivanovii는 0.71～0.77 kGy로 방사

선에 한 내성이 가장 강한 균주로 확인되었으며, E. coli는 0.28～0.38 kGy 이

었으며, Salmonella균은 최하 0.1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

아 방사선에 한 내성이 가장 약한 균주로 확인되었다. 

와 같은 결과를 토 로 민감소비자를 한 알 르기 감  무균 아이스크

림 개발을 해 향 첨가  크림 내 유지방을 분리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

다. 제조한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0～2.40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향 첨가하 을 때 3 

kGy 이하의 선량으로 능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림 내 유지방을 분리하 을 때 알 르기원성이 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선 조사기술은 아이스크림과 같이 가열살균이 불가능한 

냉동식품의 살균에 효과 이라 사료된다. 한 ․유아  민감소비자들을 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 해 감마선 조사와 향 첨가  크림 내 유지방 분리를 

병용처리를 한다면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면서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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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부과제 : 이온화에너지 이용 우유 알레르기의 저감 및 이를 이용한 

유제품의 개발

R edu ction of milk  allergenicity by irradiation and its applications

 
  Effects of heat and gamma irradiation on chemical, microbiological, and immunological 

changes of raw milk were compared. Total bacterial counts and coliforms were not detected 

after treatment of LTLT (low temperature long time), HTST (high temperature short time), 

UHT, and irradiation from 1 to 10 kGy in the milk with initial microbial load at 103 

CFU/mL initially, but after 7 day storage, were not detected in UHT milk and that 

irradiated at 3 kGy or above. Heat treatment decreased (p<0.05) arginine, asparate, 

iso-leucine, lysine, and methionine content compared to raw milk while irradiation decreased 

(p<0.05) asparate, histidine, iso-luecine, leucine, and lysine content, which means irradiation 

could change primary structure of milk proteins.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chemical, microbiological, and immunological changes of 

Queso Blanco cheese were also investigated. Although Queso Blanco cheese was made by 

heat pasteurization at 85℃ and addition of acid without lactic starter culture, total bacterial 

counts of control cheese were 7.65±0.04 Log CFU/mL. It was thought that this microbial 

growth was due to the incomplete inactivation of raw milk by the heat treatment, resulting 

into growth during the pressing and the drying process. It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that 

if heat- and acid-resistant hazard microbes are present in raw milk, they can grow during 

the processes. The reduction of antigenicity by gamma irradiation was not found. It might 

be caused by the fact that most whey proteins of milk, a major antigen in milk, were 

already denaturated by heat process and removed during the draining. Skim milk powder 

samples were exposed to irradiation doses of 1, 5, and 10 kGy.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showed the change of milk proteins by gamma irradiation. More reduction of 

αS1-casein and βA1-casein were found than αS2-casein and βA2-casein in capillary 

electrophoresis.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test using guinea pig showed the reduction of 

antigenicity in powder milk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It is thought that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for the safety of baby food shouldn't be prohibited by law considering 

E. sakazakii contamination which could lead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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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1980년 에 방사선 조사에 해 뉴욕타임즈가 ‘효과 이고 때로는 렴하며(다

른 처리보다), 장기간을 수 일에서 수 주간 연장하고, 신선 식품을 운송할 수 

있는 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가장 요한 것은 방사선 조사는 세계 으로 해마다 연간 식품 공 의 25～

30%로 평가되는 부패에 의한 손실을 일 수 있다’고 보도된바 있으나, 시유  

유제품 생산에 방사선 조사가 성공 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방사선

에 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는 경제성만으로는 극복되

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장 이 동반되어야 상업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제품의 안 성 확보를 한 효과 인 방사선 조사기술을 도출

하고, 미생물학  안 성 확보뿐만 아니라 유제품 알 르기 감에도 효과가 있

음을 구명하고자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제조에 감마선 조사기술의 응용을 검

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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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방사선 조사는 매우 효과 인 살균방법으로 에 지 효율이 높고 때로는 다른 

살균 처리와 비교해볼 때 경제 이며, 장기간을 수 일에서 수 주간 연장하고, 

신선 식품을 운송할 수 있는 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로, 세계 인 식품교역 시 검역상의 이유로 이용

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약 60여국에서 식품의 조사처리를 허용했으며 처

리량은 3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Rubio, 2006). 이러한 식품 안 성 향상 목  

외에도 골수 이식 환자를 한 무균 유제품 디 트(Dong et al., 1992), 식용  

생물학  분해가능 포장재(Ciesla et al., 2004) 등 기능성 향상을 한 기술개발

도 수행된바 있으며, Lee 등(2001)과 Cho 등(2001)은 우유의 표  단백질인 

이신, 락토 로블린, 알부민 등 각각의 단백질 용액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유단백

질의 항원성이 감됨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알러지 감 유제품 제조 가

능성을 제시하 다. Schweigert(1959)는 우유는 방사선 조사시 풍미 변화에 민감

하고 이는 과도한 열처리에서와 유사하다고 표 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메사추세츠 공 에서 개발되었다고 소개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 소

비자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우유  유제품 개발은 거의 연구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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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 료   방 법

1 .  시 유

   가.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원유는 축산연구소에서 착유된 원유를 사용하 다. 크림분리

기(Westfalia, Denmark)로 탈지한 후 Falcon tube(50 mL)에 분주하여 각각 

LTLT(63℃, 30분)와 HTST(72℃, 15 )는 수조(비젼과학, Korea)에서 처리하

고, UHT(135℃, 4 )는 축산연구소 시험유가공장에 설치된 살균장비(APV, 

Denmark)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2, 3, 5, 10 kGy의 총 흡수선

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지름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나. 일반성분분석

우유의 지방, 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 유리지방산 함량은 코스캔(FT120, 

FOSS Electric, Den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미생물 검사

우유의 일반세균수는 페트리필름 배양지법(Aerobic Count Plate Petrifilm, 3M 

Health Care, USA)을 이용하여 희석액(0.2% 펩톤)으로 희석한 다음, 비율별로 

1mL씩 일반세균용페트리필름 배양지에 종하여 32℃에서 48시간 배양한 수 붉

은색의 콜로니를 계수하 다. 장균군은 장균군 측정용 페트리필름(Coliforms 

Petrifilm, 3M Health Care, USA)을 사용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후 가스형성

이 있는 붉은색 콜로니를 계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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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미노산 조성

우유시료 1 g을 취하여 6 N HCL 40 mL을 가하고 110℃에서 24시간 가수분해

하 다. HCl을 제거하기 해 rotary evaporator(Eyela, Japan)로 농축 후 잔류물

을 증류수로 3회 세척 후 농축한 후에 여과지로(Toyo, No. 5B) 여과하 다. 여과

액을 증류수로 50 mL로 만든 후 아미노산 분석기(HITACHI L-8500A, Japan)로 

분석하 다. Cysteine과 methionine은 HCl 첨가 에 안정액(85% formic acid 45 

mL + 30% H2O2 5 mL) 20 mL을 가하여 cysteic acid와 methionine sulfone으로 

변환시켰다.

   마. Competitive Indirect ELISA

우유의 처리에 따른 항원성을 실험하기 하여 탈지원유를 0.1 M sodium 

bicarbonate buffer(pH 9.5)에 0.5%의 농도로 용해하여 microplate의 각 well당 

200 ㎕식 분주하여 4℃에서 24시간 이상 coating한 후 well당 200 ㎕의 0.05% 

Tween-20을 함유하는 PBS(PBS-Tween)로 3회 세척하 다. PBS-Tween으로 

1/7,000로 희석한 항 청(Sigma W3501, USA)과 PBS-Tween에 용해한 100 ng 

protein/mL 농도로 희석된 우유시료를 동량 혼합하여 well당 100 ㎕씩 첨가하고, 

37℃에서 한 시간 배양한 다음 Tween-20으로 앞에서와 같이 세척하 다. 

anti-rabbit IgG-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Sigma, A8025)를 Tween-20에 

1/1,000로 희석하여 well당 100 ㎕씩 주입하고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그 다

음 1 M diethanolamine buffer(pH 9.8)에 0.1% 농도로 용해시킨 

p-nitrophenylphosphate 용액을 well당 100㎕씩 주입하고 37℃에서 30분간 배양

한 후, 5 N NaOH를 well당 20 ㎕씩 첨가하여 효소 반응을 지시키고 ELISA 

reader로 흡 도(405 nm)를 측정하 다. 상  흡 도는 탈지원유를 시료로 얻

은 흡 도를 기 으로 백분율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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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 효유

   가. 시료

상업용 스타터(0.01%, CHR HANSEN ABT-5, Copenhagen, Denmark)를 9

2℃, 10분간 살균한 탈지유에 종하고 37℃에서 5.5시간 배양하 다. 스타터의 

미생물 조성은 Lactobacillus acidophilus, L. bulgaricus,  Streptococcus 

thermophilus이다. 제조된 발효유는 시료 컵(120g)에 담아 아이스박스로 방사선 

조사시설로 운반하 다. 감마선 조사 후 4, 20,  35℃에 장하며 분석에 이용

하 다.

   나. 유산균

요구르트 시료(10 g)를 멸균 스토마커 백에 넣고 90 mL의 멸균된 0.1% 펩톤

수와 혼합하여 무균 으로 균질하 다. 유산균 계수를 한 배지로 BCP 

agar(Eiken Co., Tokyo, Japan)를 사용하 다. 희석 시료가 함유된 페트리 디쉬

를 37℃에서 48시간 배양하고 g당 CFU(colony forming unit)로 표시하 다.

   다. pH

시료(5 g)과 증류수 20 mL을 혼합하고 pH meter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

다.

 

   라. 분석

단백질, 젖산, 유당,  총고형분 함량은 Milkoscan FT120(Foss Electric, 

Hillerod, Denmark)으로 측정하 다.

   마. 능검사

학원생  연구원으로 구성된 능검사요원(n = 10)이 발효유의 능  특성

을 평가하 다. 외 , 색, 냄새, 맛, 이취  기호도에 하여 7  만 법으로 측

정되었으며 매우 좋아한다(7), 상당히 좋아한다(6), 약간 좋아한다(5), 좋지도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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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다(4), 약간 싫어한다(3), 상당히 싫어한다(2), 단히 싫어한다(1)로 표시

되었다. 이취의 경우 이취가 없다(1)에서 매우 강하다(7)로 측정되었다. 능검사

는 4℃에 장된 시료를 이용하 으며 1주 간격으로 수행하 다.

3 .  치 즈

 

   가. 시료

  

감마선 조사 처리를 하여 퀘소블랑코 치즈를 제조하 으며, 제조공정을 그림 

1에 표시하 다. 치즈 제조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1.2로 표 화 시켰다. 원유

의 단백질 함량이 2.97%이고 지방함량이 3.86%이므로 8 L의 온수에 탈지분유 

4.46 kg을 녹여 원유 100k g에 첨가하 으며, 구연산 315 g을 온수 20 L에 녹여 

첨가하 고, 소 은 300g( 상수율 17%)을 첨가하 고 진공포장 후 감마선을 조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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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ization P/F 1.2 →Heat treatment 85℃ → Citric acid → Agitation 10min. → Setting 15min.

               

 →        Draining of whey           →      Salting          → Moulding 

→ Pressing 3-4 hrs → Drying(overnight, Refrigerator) → Packaging → Irradiation

           

   그림 1. 퀘소블랑코 치즈 제조과정.

   나. 일반성분분석

치즈의 일반성분 조성은 AOAC 방법(1990)에 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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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D 기 동

2D 기 동은 O'Farrell법(1975)을 기 로 하여 실험하 다. 1차 기 동을 

해 만들어놓은 lysis buffer 750 ml(7 M urea 2.1 g/5 mL + 2 M Thiourea 

760 mg/5 mL + CHAPS 100 mg/5 mL)에 DTT(50 mg/5 mL)를 첨가하고 시료

를 250 mL을 첨가한 후 PIC 40 ㎕(X25 Protease Inhibitor)를 넣고 pharmalyte 

8 ㎕를 첨가한 후 sonicater에서 15℃로 10분 동안 sonicating 시킨다. Sonication

이 끝난 후 기 동 mixer를 이용하여 2시간 동안 섞어  후 40,000 x g로 1시

간 동안 10℃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했다. 비해둔 rehydration buffer(8 

M urea 12 g/25 mL + CHAPS 0.125 g/25 mL + BPB 50 ㎕ of 0.002% + DTT 

2 mg/mL + Pharmalyte 2 ㎕/mL) 350 ㎕에 원심분리한 상층액 100 ㎕을 튜

에 옮겨 놓은 후 시료를 깨끗이 닦아 말린 세라믹 홈에 알맞게 로딩하고 스트립

에 있는 필름을 제거한 후 스트립을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세라믹에 잘 덮고 커

버용액을 35 mL정도를 넣고 세라믹커버를 덮은 후 8000 V로 23시간동안 류

를 흘려주었다.   

1차 기 동 스트립을 안정화시키기 해 만들어 놓은 equilibration 

buffer(1.5 M Tris-HCl, pH 8.8) 10 mL과  SDS 4 g을 넣고 핫 이트에서 약

한 열을 가하며 녹이고 Urea 85.56 g과 Glycerol 69 mL을 섞어서 30℃로 탕

을 시켜 잘 녹인 후 BPB(1%) 400 ㎕을 첨가하고 물 200 mL을 맞추어 넣은 후 

필터링 60 mL에 DTT 60 mg을 첨가한 후 스트립을 라스틱 원통에 넣고  

buffer를 벽면을 따라 9.5 mL정도 원통에 흘리고 15분간 혼합한 후 buffer를 버

리고 equilibration buffer 60 mL에 iodoacetamide 1.5 g을 넣어 잘 혼합한 후 

buffer를 벽면쪽으로 9.5 mL정도를 원통에 흘리고 mixing해 주었다. Gel 에 집

게를 이용하여 negative charge가 쪽으로 가도록 gel(DALT Gel, 12.5, 

Amersham Biosciences)을 붙인 후 스트립을 running buffer에 담근 후 필름이 

유리 에 닿도록 어 넣었다. Running buffer는 Tris 60.0 g과 glycine 288.0 g

을 섞어 증류수로 2 L를 맞춰 10×로 만든 후 low buffer를 1×로 희석시켜 만들

고 upper buffer를 2×로 희석시켜 만들었다. 유리 과 유리 사이를 막기 해 

sealing agar(agrose 0.5 g + BPB 200 ㎕를 running buffer로 100 mL을 맞춘다)

로 꽉 채워 넣는다. 기 동 수조에 buffer를 붓기 에 만들어 놓은 low 

buffer와 upper buffer에 각각 0.1% SDS를 넣은 후 low buffer를 1 L를 붓고 

gel 을 넣은 후 upper buffer를 1 L를 붓는다. 기 동 장치를 완 히 조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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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6W에서 40분, 100W에서 다 내려갈 때 까지 기를 흘려 다.

젤을 Coomassie Brilliant Blue(ortho-phosphoric acid 80 ml(1.6%)에 

ammonium sulfate 400 g(8%)을 넣어 녹이고 Coomassie Brilliant Blue G250 4 

g(0.08%)을 증류수에 녹인 후 두 시료를 천천히 교반시키면서 혼합해주고 

methanol 1000 mL(20%)을 교반시키면서 천천히 혼합하며 물을 첨가하여 5 L로 

맞춤)로 6시간 이상 염색을 시킨 후 gel을 꺼내어 증류수로 3번 세척하 다.

4 .  분 유

  

   가. 시료 

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탈지분유를 시 에서 구입하 으며, 감마선 조사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

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5, 10 kGy의 총 흡수

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지름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

차는 2% 이내 다. 

   나. 모세 기 동

모세 기 동(Capillary electrophoresis)는 Revilla 등(2005)과 de Jong 등

(1993)의 방법에 따라 DAD detecter가 장착된 P/ACETM system(Beckman 

Instruments, Fullerton, CA,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Reduction buffer는 

73 mg의 trisodium citrate dehydrate (Merck, Damstadt, Germany)와 38 mg의 

DL-dithiothreitol (DTT) (Sigma, St. Louis, MO, USA)을 8 M urea 37.5 mL에 

녹여 제조하 다. 분유시료(0.5 g)를 2.5 mL reduction buffer에 용해하고 상온에

서 1시간 배양하여 상징액을 CE 분석에 사용하 다. Fused-silica capillary 

column (eCap
TM, Beckman)(60 cm x 50 m i.d.; 50 cm to the detector window)

으로 분리하 으며, running buffer (50 mM)는 14.7 M H3PO4 847 μL를 6M 

urea(0.05% HPMC) 250 mL에 혼합하여 제조하 다. 시료용액은 0.5 psi로 5 간 

주입하 다. 분리는 25 kV, 20℃에서 수행하 으며 214nm로 검출하 다. 각 시료 



- 59 -

주입 에 capillary는 0.1 M NaOH로 5분간, deionized distilled water로 5분간, 

그리고 1 M HCl로 5분간 세척하고 running buffer로 평형하 다. 

   다. Passive Autaneous Anaphylaxis(PCA) test

  

수동피부아나필랙시스 반응은 Kim et al.(2003)의 방법에 의한 heterologous 

PCA test로 실시하 다. 즉 건강한 guinea pig(Hartley 계통, 250-300g)를 실험동

물로 하여 등의 털을 제거하고, 미리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6)으로 

1/5, 1/10, 1/20, 1/40, 1/80, 1/120으로 희석하여 둔 토끼 anti-casein 항 청을 각

각 100 μL씩 guinea pig의 등부 에 여러군데 나 어 피내주사하여 4시간동안 감

작하 다. 다음으로 PBS에 용해한 항원용액을 1% Evans blue 용액과 동량 혼합

하고 마리당 2.5 mg씩의 항원을 뒷다리의 복재정맥(Saphenous vein)에 0.5 mL 

주사하 다. 30분 후에 guinea pig를 치사하고 피내주사한 부 의 피부를 개하

여 피부의 안쪽에 나타난 청색반 을 사진으로 촬 하 다. 토끼 anti-casein 항

청 제조를 해 500 μg의 탈지분유를 멸균한 PBS 1 mL에 용해하고 동량의 

Freund's complete adjuvant (Difco, USA)와 혼합하여 W/O emulsion을 만들어 

1.5 mL를 토끼의 등부  10군데 피내주사하 다. 최  면역 후 2주  6주째에 

추가면역을 실시하 다. 이때 항원의 주입량은 일차면역과 같았으나 Freund's 

incomplete adjuvant(Difco, USA)를 사용하 다. 마지막 면역 10일후 액을 채취

하여 4℃에서 24시간 정치시킨 후 항 청을 분리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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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고 찰

1 .  시 유

   가. 일반조성

실험에 사용된 원유의 탈지 후 조성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백질 3.15%, 

지방 1.69%, 유당 4.96%, 그리고 총고형분 함량은 10.46% 다. 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성분상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으나, UHT 처리에 의해 단백질과 유

당 함량에서 약간 감소를 나타내었다. 유리지방산 함량은 표 편차가 커서 통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열처리와 감마선 조사 처리에 의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Treatment Protein Fat Lactose
Total 

solid

Free Fatty 

Acid
pH

Raw milk 3.15 1.69 4.96 10.46 0.25±0.092 6.78

Heat

LTLT

HTST

UHT

3.16

3.15

3.12

1.67

1.63

1.66

4.98

4.98

4.86

10.47

10.42

10.35

0.27±0.002

0.31±0.023

0.33±0.001

6.75

6.74

6.69

Irradiation

1 kGy

2 kGy

3 kGy

5 kGy

10 kGy

3.15

3.16

3.16

3.16

3.16

1.66

1.66

1.66

1.65

1.65

4.97

4.97

4.96

4.95

4.93

10.46

10.45

10.45

10.44

10.47

0.26±0.047

0.30±0.018

0.28±0.162

0.34±0.048

0.38±0.001

6.70

6.69

6.67

6.66

6.65

      

표 1. 원유의 일반 조성 (%).   

   나. 미생물 검사

실험에 사용된 원유의 미생물 수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3.33 Log 

CFU/mL이었으나 열처리  감마선 조사 처리 후 일반세균  장균군이 검출

되지 않았다. 그런데, 4℃에서 1주 경과 후 온장시간(63℃, 30분)  고온단시

간(72℃, 15 ) 처리유의 일반세균수는 각각 6.38과 6.54 Log CFU/mL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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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장균군수도 각각 6.38  6.27 Log CFU/mL로 증가하 다. 반면, UHT 

처리유는 일주일 후에도 일반세균과 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처

리 후에 모두 일반세균  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4℃에서 1주 경과 후 

1 kGy로 조사 시에는 일반세균과 장균군이 각각 4.11 Log와 2.06 Log 

CFU/mL, 2 kGy로 조사 시에는 일반세균이 1.45 Log CFU/mL 검출되었으나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3 kGy 이상 조사 시에는 1주 후에도 일반세균  

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3 kGy 이상의 조사 시 UHT와 등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reatment
Same day After one week 

SPC Coliforms SPC Coliforms

Raw milk 3.33±0.01 2.92±0.03 7.13±0.05 6.84±0.02

Heat

LTLT

HTST

UHT

ND
1)

ND

ND

ND

ND

ND

6.38±0.02

6.54±0.02

ND

6.38±0.04

6.27±0.01

ND

Irradiation

(kGy)

1

2

3

5

1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4.11±0.07

1.45±0.07

ND

ND

ND

2.06±0.02

ND

ND

ND

ND

      

표 2. 감마선 조사  열처리에 의한 원유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1) 
Viable colonies were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mL.

   다. 아미노산 조성

열처리 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아미노산 조성을 표 3에 표시하 다. alanine, 

glycine, phenylalanine, serine, threonine,  tyrosine은 열처리 는 감마선 조

사에 의해 조성에 향 받지 않았다. Arginine, asparat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은 열처리에 의해 감소되었으나 glutamate와 proline은 증가되

었다. 한편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는 aspartat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이 감소되었으나 cystein, glutamate, proline이 증가되어 열처리와 조사처

리가 아미노산 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성에서 증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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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상 으로 변화가 었음을 의미하며 glutamate와 proline은 열처리와 

조사처리에 모두 안정 임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Treatment ALA ARG ASP CYS GLU GLY HIS ILE LEU

Raw milk 3.11 3.93a 7.63a 0.90b 21.76b 1.93 2.64a 4.36a 9.41a

Heat

LTLT

HTST

UHT

3.15

3.16

3.12

3.41

3.38

3.77

7.52

7.57

7.52

0.89

0.90

0.90

22.41

22.41

22.46

1.93

1.95

1.91

2.58

2.64

2.56

4.29

4.29

4.33

9.33

9.31

9.25

Ave 3.14 3.52
b 7.54b 0.90b 22.42a 1.93 2.60ab 4.30b 9.30b

Irradiation

(kGy)

1

2

3

5

10

3.14

3.13

3.12

3.12

3.15

3.85

3.81

3.54

3.55

3.73

7.52

7.53

7.53

7.50

7.51

0.93

0.97

0.95

0.95

0.98

22.24

22.43

22.42

22.31

22.20

1.90

1.92

1.91

1.92

1.92

2.55

2.56

2.58

2.58

2.58

4.30

4.30

4.28

4.32

4.29

9.29

9.22

9.24

9.30

9.17

Ave 3.13 3.70
ab 7.52b 0.96a 22.32a 1.91 2.57b 4.30b 9.24b

    

표 3. 감마선 조사  열처리에 의한 원유의 아미노산 조성 변화.

Treatment LYS MET PHE PRO SER THR TYR VAL

Raw milk 7.94a 2.18a 4.21 10.49b 5.52 4.34 4.36 5.30a

Heat

LTLT

HTST

UHT

7.83

7.80

7.65

2.15

2.11

2.07

4.29

4.23

4.19

10.63

10.61

10.79

5.54

5.57

5.52

4.34

4.36

4.33

4.45

4.47

4.36

5.25

5.23

5.29

Ave 7.76
b 2.11b 4.23 10.67a 5.54 4.34 4.43 5.26b

Irradiation

(kGy)

1

2

3

5

10

7.79

7.69

7.71

7.71

7.73

2.14

2.18

2.17

2.15

2.19

4.17

4.09

4.18

4.25

4.30

10.76

10.79

10.79

10.75

10.75

5.48

5.53

5.54

5.51

5.49

4.32

4.32

4.34

4.29

4.29

4.35

4.28

4.44

4.47

4.42

5.27

5.24

5.26

5.29

5.31

Ave 7.72b 2.17a 4.20 10.77a 5.51 4.31 4.39 5.27ab

 

   라. cELISA

cELISA로 측정한 각 시료의 흡 도를 원유에 한 비율로 그림 2에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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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유를 감마선 조사처리 시 흡 도가 증가하고 열처리 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 kGy 이상의 조사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기

질의 발색 감소는 항원이 많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감마선 조사처리는 항원을 감

소시킴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antiserum은 whey protein 검출에 사용

되는 항 청으로 유청단백질의 항원성만을 반 한 결과로 생각되나, Cho 등

(2001)의 이신 단백질과 bovine serum albumin보다 α-lactalbumin과 β

-lactoglobulin이 감마선 조사로 쉽게 표면 항원 결정기가 괴되어 항체가 인식

할 수 없게 되어 우유 알 르기 감소를 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가능하

다는 보고와  Veledo 등(2005)의 유청 단백질  β-lactoglobulin은 우유 내 주

요 항원이며 가수분해된 유단백을 원료로 제조된 hypoallergenic fomula에 낮은 

농도로 존재 시에도 알 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감마

선 조사에 의한 우유 내 β-lactoglobulin의 구조  변화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알 르기 우유  유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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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cELISA에 의한 원유의 감마선 조사  열처리의 relative

              absorbance(%).

      * L : LTLT, H : HTST, U : UHT, 

            R1 - R10 : From 1 kGy to 10 kGy irradiation.

   마. 모세  기 동

그림 3은 모세  기 동 결과를 나타낸다. UHT를 제외한 모든 시료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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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하 다. UHT 처리 시료는 알 - 이신, 카 - 이신, 그리고 유청 단백

질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감마선 조사시료는 카 - 이신의 변화가 었음

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넷 응고성에 향이 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변화에 의해 단백질 구조에 변화를 나타낸다. 단백질 변성 후에 분자가 결합이나 

비가역 인 젤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림 3. 감마선 조사  열처리한 원유의 모세  기 동 변화

            A, Raw milk; B-D, LTLT (63℃ for 30 min), HTST (72℃ for 15 sec),  

     and UHT (135℃ for 4 sec)-treated milk; E-I, irradiation-treated milk   

     with 1, 2, 3, 5, and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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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넷 응고성

원유에서는 40분 후에 완 히 응고하 고, 10 kGy 조사처리 시 60분에 응고하

으나, UHT 처리 시는 응고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가 UHT 처리보다 우유단백질에 형태  변화를 게 일으킴을 보인다. 이러

한 결과로 볼때 감마선 조사가 아미노산 함량변화에는 향을 미치나, 넷 응고

성과 련된 Phe105-Met106 결합의 분해에 미치는 향은 UHT 처리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감마선 조사  열처리한 원유의 넷 응고성

          A-C, Raw milk D-F, UHT-treated milk G-I, Irradiation-treated milk at 

10 kGy.

2 .  발 효유

   가. 일반조성

제조된 발효유의 단백질, 유당, 총고형분 함량은 각각 3.39±0.02, 4.02±0.03, 

8.71±0.03% 이었으며 젖산 함량은 0.74% 다(표 4).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총고형분 함량에는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유당  젖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젖산 함량 증가는 1년차에서 보고된 우유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pH 감소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  단백질 

함량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나 35℃ 장  조구, 1 kGy, 2 kGy 처리구가 다

소 높아진 경향이 찰된 것은 미생물 사에 따른 균체 합성에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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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Data not shown).

        표 4.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일반조성

Treatment Protein Lactic acid Lactose Total Solid

Control 3.39±0.02a 0.74±0.01 4.02±0.03 8.71±0.03

Irradiation

(kGy)

1

2

3

5

10

3.39±0.04

3.39±0.04

3.31±0.06

3.39±0.02

3.37±0.01

0.85±0.01

0.85±0.01

0.82±0.01

0.83±0.01

0.81±0.02

4.19±0.01

4.23±0.02

4.21±0.02

4.20±0.02

4.17±0.01

8.72±0.05

8.71±0.04

8.67±0.05

8.72±0.04

8.69±0.01

       a : mean±S.D.

   나. 아미노산 조성

발효유의 아미노산 조성을 표 5에 표시하 다. 발효유의 아미노산 함량은 

GLU, PRO, LEU, ASP, LYS, SER, VAL, TYR, PHE, ILE, THR, ALA, ARG,  

HIS, MET, GLY, 그리고 CYS 순이었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일정한 변

화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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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아미노산 조성.

Treatment ALA ARG ASP CYS GLU GLY HIS ILE LEU

Control
115.5

±1.9

109.5

±1.9

254.8

±3.6

35.0

±0.0

692.0

±4.1

65.8

±2.1

82.8

±0.5

147.0

±1.4

320.5

±3.1

Irradiation

(kGy)

1

2

3

5

10

112.3

±1.7

114.8

±2.2

112.5

±2.1

115.5

±1.0

112.5

±0.6

103.3

±2.5

103.3

±1.3

101.3

±5.0

104.5

±3.1

108.0

±1.2

248.8

±4.6

251.0

±1.8

240.0

±5.5

253.8

±1.0

252.3

±1.5

35.5

±0.6

34.5

±0.6

36.0

±2.3

36.5

±0.6

37.0

±0.0

681.5

±9.0

690.0

±9.4

673.0

±14.8

683.5

±6.6

690.0

±2.2

62.5

±1.7

63.8

±0.5

62.0

±1.4

65.0

±1.6

62.5

±0.6

81.3

±1.0

83.3

±0.5

79.8

±2.1

90.0

±1.3

82.3

±1.5

145.5

±0.6

145.0

±1.4

142.0

±1.8

146.8

±2.2

143.0

±2.4

316.0

±4.7

322.2

±6.4

313.3

±7.8

321.3

4.3

322.3

±4.4

(mg/

100g yoghurt) 

Treatment LYS MET PHE PRO SER THR TYR VAL

Control
253.3

±3.3

70.0

±0.0

156.0

±1.4

323.5

±7.7

186.5

±1.7

146.0

±1.6

158.5

±1.7

183.8

±2.9

Irradiation

(kGy)

1

2

3

5

10

251.3

±3.5

254.3

±4.6

248.8

±6.1

253.0

±3.2

254.8

±3.3

70.5

±1.7

71.0

±0.0

69.5

±2.9

68.0

±0.0

69.0

±2.3

151.5

±1.9

153.0

±2.4

151.0

±3.5

153.3

±1.0

152.8

±2.2

322.0

±9.4

324.0

±10.9

313.3

±16.5

313.5

±32.2

317.3

±4.8

181.8

±3.3

185.8

±4.0

181.3

±3.8

188.0

±2.9

185.0

±0.0

142.8

±2.6

146.3

±2.8

142.5

±3.4

146.5

±1.0

145.0

±1.2

154.3

±1.7

153.0

±1.8

153.3

±3.0

152.8

±3.3

155.8

1.0

181.0

±3.4

182.5

±4.4

181.8

±2.1

187.5

±3.8

179.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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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H

본 실험에서 제조한 발효유 pH는 4.32 으며 감마선 조사처리에 의해 4.12～

4.15로 감소하여 젖산의 증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발효유의 감마선조사 처리 

시 젖산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유를 3주간 장 시 4℃에서는 4.33으

로 변화가 없었으나 15℃에서는 4.06으로 35℃에 장 시는 3.48로 감소하 다. 

15℃에서 3주간 장 시에는 pH가 4.02에서 4.09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35℃

에서 3주간 장 시에는 조구는 3.48인 반면 1, 2, 3, 5, 10 kGy 조사구에서는 

각각 3.55, 3.71, 3.87, 3.91, 4.00을 보여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높은 pH를 나타내

었다. 발효유의 유통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요인이 pH 하임을 감안할 때, 발효

유의 유통기간 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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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  k Gy 2  k Gy 3  k Gy 5  k Gy 1 0  k Gy

그림 5. 4℃ 장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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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 kGy 2 kGy 3 kGy 5 kGy 10 kGy

그림 6. 15℃ 장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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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0 1 2 3

Storage(week )

pH

Control 1 k Gy 2 k Gy 3 k Gy 5 k Gy 10 k Gy

그림 7. 35℃ 장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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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생물

본 실험에서 제조한 발효유의 유산균 수는 약 109 CFU/mL이었으며 4℃에서 3

주간 장 시는 9.28±0.01 Log CFU/mL까지 증가하 으나 35℃에서 장 시에

는 1.75±0.21 Log CFU/mL까지 감소하 다. 발효유내 유산균수는 감사선 1, 2, 

3, 5 kGy 조사에 따라 각각 0.72, 1.78, 3.15, 4.95 Log CFU/mL가 감소하 고 10 

kGy 조사에서는 유산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표 6). 따라서, 특수목 을 

한 무균 발효유를 제조하기 해서는 10 kGy의 조사가 필요하다. 3.33 CFU/mL 

원유의 조사 시 3 kGy 이상에서 멸균이 가능한 1년차의 보고와 비교할 때 유산

균이 다른 균에 비해 방사선 항성이 강하기 때문이며 방사선 항성은 유산균

의 항산화 활성을 입증하는 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감마선 조사한 원유의 유산균 수.

Treatment
Storage

(week)

Temperature

4℃ 15℃ 35℃

0 kGy

0 8.95±0.02
1 9.03±0.11 8.00±0.08 6.21±0.15
2 9.13±0.01 8.72±0.01 4.92±0.11
3 9.28±0.01 8.15±0.08 1.75±0.21

1 kGy

0 8.23±0.04
1 8.59±0.13 8.47±0.05 4.82±0.18
2 8.47±0.02 7.99±0.05 1.15±0.21
3 8.43±0.02 6.53±0.12 1.30±0.00

2 kGy

0 7.17±0.04
1 7.43±0.09 7.43±0.11 5.62±0.39
2 7.41±0.11 7.50±0.01 2.98±0.07
3 7.44±0.03 4.41±0.25 2.98±0.09

3 kGy

0 5.80±0.30
1 6.42±0.03 7.16±0.03 ND
2 5.93±0.04 3.01±0.28 ND
3 2.85±0.02 1.54±0.09 ND

5 kGy

0 4.00±0.21
1 5.86±0.05 4.78±0.06 ND
2 4.23±0.04 0.15±0.21 ND
3 4.24±0.12 0.15±0.21 ND

10 kGy

0 ND
1 ND ND ND
2 ND ND ND

3 ND ND ND

(단  : Log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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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D 기 동 이미지 분석

그림 8은 발효유에 감마선 조사 후 2D 기 동한 이미지 사진이다. 분유의 

2D 기 동 사진과 비교할 때 체 으로 단백질들이 많이 분해되었음을 알 

수 있고, αs2-casein 쪽으로 특징 인 밴드가 찰되었으며 감마선 조사에 따

라 분해됨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그림 8.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2D 기 동 분석

                      a : control    b : 1 kGy    c : 2 kGy

                      d : 3 kGy     e : 5 kGy    f :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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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항원성

ELISA로 측정한 각 시료의 농도에 따른 흡 도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발효유

에 감마선 조사 처리 시, 10 kGy 처리구에서 유의 (p < 0.05)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유의 항원성 감을 해서는 10 kGy의 감마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발효유를 4, 15, 35℃ 장 시 10 kGy 처리구에서 항원

성이 낮게 나타났다 (Data not shown).

표 7. 감마선 조사한 발효유의 항원성 변화.

Dose

(kGy)

Protein Concentration(㎍/mL)

1000 100 10 1 0.1 0.01 0.001

0 0.16±0.00b 0.17±0.01ab 0.31±0.01ab 0.50±0.00a 0.62±0.00bc 0.66±0.02b 0.65±0.02b

1 0.16±0.00b 0.16±0.01b 0.28±0.00b 0.48±0.02a 0.61±0.02bc 0.66±0.02b 0.64±0.02bc

2 0.15±0.01b 0.16±0.01b 0.29±0.01b 0.50±0.05a 0.60±0.02c 0.64±0.02b 0.59±0.02c

3 0.15±0.00b 0.16±0.01b 0.28±0.00b 0.50±0.02a 0.61±0.02bc 0.66±0.01b 0.66±0.04ab

5 0.15±0.01b 0.16±0.01b 0.29±0.01b 0.49±0.02a 0.64±0.00b 0.67±0.02b 0.67±0.02ab

10 0.18±0.01a 0.19±0.01a 0.32±0.01a 0.53±0.02a 0.70±0.01a 0.73±0.01a 0.71±0.02a

3 .  치 즈

   가. 일반조성

제조된 치즈의 조성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분 49.6±0.13%, 단백질 

24.8±0.17%, 지방 16.2±0.01%, 회분 2.24±0.17%이었으며 pH는 5.48±0.12를 나타

내었다.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성분  pH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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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감마선 조사한 퀘소블랑코 치즈의 일반조성.

Treatment Moisture Protein Fat Ash pH

Non-irradiation 49.6±0.13 24.8±0.17 16.2±0.01 2.24±0.17 5.48±0.12

Irradiation

(kGy)

1

2

3

5

10

49.1±0.15

49.5±0.20

50.1±0.73

49.8±0.35

49.7±0.42

25.0±0.21

24.5±0.06

24.5±0.47

24.8±0.17

24.8±0.29

16.3±0.01

16.5±0.02

16.2±0.02

16.2±0.01

16.7±0.01

2.30±0.23

2.41±0.16

2.14±0.10

2.41±0.19

2.32±0.19

5.38±0.02

5.33±0.02

5.24±0.05

5.37±0.04

5.33±0.03

   나. 미생물

퀘소블랑코 치즈의 총균수, 유산균수, 그리고 장균군을 표 9에 표시하 다.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총균수와 유산균수가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퀘소블랑코 치즈 제조공정  85℃로 가온하는 과정에서 부분의 미생물이 사

멸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조구에서 총세균수는 7.65±0.04 Log CFU/g, 유산

균수는 7.64±0.02 Log CFU/g을 나타내었고 열에 항성이 있는 유산균이 살아

남아 압착  건조 과정에서 증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3 kGy 이상의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모두 사멸되었다. 퀘소블랑코 치즈는 제조특성상 유산균을 

종하지 않으며 응유효소로 넷을 사용하지 않고 열과 산에 의해 커드를 형성하

므로 제조과정이 간편한 반면 안 성에 한 우려가 높은 만큼 3 kGy이하 선

량의 조사를 통해 안 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감마선 조사한 퀘소블랑코 치즈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단  : Log CFU/g)

Treatment SPC
BCP

(Lactic acid bacteria)
Coliforms

Irradiation

(kGy)

0

1

2

3

5

10

7.65±0.04

5.17±0.05

ND

ND

ND

ND

7.64±0.02

5.45±0.02

2.12±0.12

ND

ND

ND

ND

ND

ND

ND

ND

ND

   다. 아미노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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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의 아미노산 조성을 표 10에 표시하 다. 퀘소블랑코 치즈의 아미노산 함

량은 GLU, PRO, LEU, LYS, ASP, VAL, SER, TYR, PHE, ILE, THR, ARG, 

ALA, HIS, MET, GLY, 그리고 CYS 순이었으며, 필수 아미노산인 PHE+TYR, 

LEU, ILU, THR, MET+CYS, LYS, 그리고 VAL 함량은 각각 9.1, 9.6, 4.3, 4.2, 

3.2, 7.7,  5.6 g/100 g protein으로 이상 인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인 

6.0, 7.0, 4.0, 4.0, 3.5, 5.5,  5.0 g/100 g protein(Renner, 1993)보다 MET+CYS

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일정한 증감 

경향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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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감마선 조사한 퀘소블랑코 치즈의 아미노산 조성.

(단  : mg/100 g cheese)

Treatment ALA ARG ASP CYS GLU GLY HIS ILE LEU

0 779.8

±4.8

800.6

±8.2

1,793.5

±9.2

223.9

±6.3

5,125.4

±75.6

445.0

±3.1

608.8

±2.3

1,069.1

±25.0

2,386.6

±13.2

Irradiatio

n

(kGy)

1

2

3

5

10

793.0

±5.8

768.7

±15.9

768.5

±18.2

779.3

±19.1

781.0

±17.0

806.5

±6.2

788.5

±12.5

796.3

±20.3

790.5

±6.2

791.0

±12.0

1,815.7

±15.3

1,768.0

±26.2

1,777.2

±50.6

1,795.6

±25.5

1800.5

±34.3

220.5

±8.1

232.2

±10.5

210.5

±1.4

225.0

±0.7

221.9

±8.0

5,280.4

±41.2

5,074.6

±75.4

5,094.1

±108.3

5,151.9

±70.5

5,178.9

±97.8

450.8

±4.2

439.6

±6.1

443.6

±13.9

445.3

±7.1

449.6

±9.9

614.0

±5.1

597.2

±12.6

608.8

±19.7

602.7

±9.4

606.0

±10.9

1,072.8

±22.5

1,070.5

±28.4

1,082.9

±27.4

1,053.2

±25.8

1,080.6

±20.2

2,419.1

±20.7

2,347.3

±53.7

2,375.3

±67.4

2,377.6

±37.8

2,385.5

±46.8

Control LYS MET PHE PRO SER THR TYR VAL

0
1,901.1

±6.2

569.4

±7.4

1,115.1

±7.7

2,590.1

±57.9

1,325.8

±8.3

1,033.7

±5.9

1,153.6

±14.9

1,376.7

±46.0

Irradiatio

n

(kGy)

1

2

3

5

10

1,923.5

±15.7

1,873.4

±39.8

1,895.5

±56.9

1,893.1

±31.0

1,897.2

±37.4

570.2

±10.0

593.6

±19.3

567.5

±5.4

573.7

±3.2

566.5

±1.7

1,120.2

±9.7

1,088.0

±26.8

1,098.4

±38.2

1,098.8

±18.7

1,107.6

±22.8

2,643.0

±50.7

2,568.1

±63.6

2,591.9

±93.9

2,645.8

±55.8

2,642.6

±51.7

1,355.0

±12.1

1,308.7

±16.8

1,305.6

±38.3

1,337.3

±20.8

1,347.1

±31.7

1,048.2

±8.0

1,021.6

±15.6

1,023.5

±28.2

1,039.8

±15.3

1,046.2

±20.3

1,150.7

±13.2

1,144.1

±24.2

1,144.4

±46.0

1,156.2

±16.1

1,150.7

±25.9

1,400.1

±42.2

1,352.8

±22.1

1,395.3

±34.4

1,344.6

±44.6

1,349.7

±56.5

   라. 2-D 기 동

그림 9는 치즈에 감마선 조사후 2D 기 동한 이미지 사진이다. Brodard et 

al. (1995)가 제시한 우유 단백질의 2D 사진과 조구 치즈(0 kGy)와 비교시 β

-lactoglobulin과 α-lactalbun을 비롯한 유청단백질이 많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고, 치즈 내 αs2-casein 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마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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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따라 다양한 분해산물이 찰되었으나 도스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

한 분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S

그림 9. 감마선 조사한 퀘소블랑코 치즈의 2D 전기영동 분석

                      S : Milk proteins (Brodard et al., 1995) 

          a : 0 kGy, b : 1 kGy, c : 2 kGy, d : 3 kGy, e : 5 kGy, f :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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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원성

ELISA로 측정한 각 시료의 농도에 따른 흡 도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치즈

의 감마선 조사처리 시 흡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

에 의해 단백질의 항원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감마선 조사 처리에 의해 원유

의 항원성을 감할 수 있다는 기존의 보고(Ham et al., 2005)와는 상반된다. 그

러나, 원유 실험에서는 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처리간의 차이이고, 유청 단백질의 

효과만을 반 (유청 단백질 검출용 항 청 Sigma W3501 사용)한 반면 본 실험

에서는 치즈 제조과정에서 85℃로 열처리를 받은 후에 유청이 제거되고 이신

의 항원성이 주로 반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0

0.2

0.4

0.6

0.8

1mg/ml 100µg/ml 10µg/ml 1µg/ml 100ng/ml 10ng/ml 1ng/ml

Protein conc.

O
D

 a
t 4

05
nm

0kGy 1kGy 2kGy 3kGy 5kGy 10kGy

그림 10. 감마선 조사한 퀘소블랑코 치즈의 항원성 변화.

4 .  분 유

   가. 기 동

분유단백질의 2D 기 동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a는 Brodard et al.의 

2D 기 동 결과를 표시하 다. 조구와 1 kGy 조사구보다 5 kGy  10 kGy

에서 단백질 밴드의 크기  농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αS1- 이신의 감소가 두드

러졌으며 αS1- 이신 좌측으로 새로운 밴드가 찰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

한 분해산물로 생각된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 분자가 작은 물질로 분해되

거나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합하여 더 큰 물질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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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항체 반응성과 단백질 용해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Lee et al., 2001). 

 

                   a

        

                        b                                       c

        

                        e                                       f

그림 11. 감마선 조사한 분유의 2D 기 동 분석

                        S : Milk proteins (Brodard et al., 1995) 

                     a : Control, b : 1 kGy, c : 5 kGy, d :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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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세  기 동

분유단백질의 모세 기 동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2a는 원유의 모세

기 동 결과를 표시하 다. 우유와 달리 탈지분유 조구(Fig. 1b)에서 이

신  유청단백질이 모두 융합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UHT 처리(135℃, 4 간) 

우유(Ham et al., 2008)에서와 유사한 형태지만 정도는 심하 다. 이는 분유 제

조 시에 UHT(135℃, 4 간)보다 심한 열처리를 받게 됨을 보여 다고 생각된다. 

분유의 제조 시 원료유는 74.4℃에서 25  는 105-125℃에서 5  이상 살균 

처리되며, 135-204℃의 열풍에 의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Choi et al., 

2005) 분유의 제조 시 UHT 처리보다 열처리 정도가 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

마선 조사 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신 피크가 체 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α

S1- 이신 피크와 βA1- 이신 피크가 αS2- 이신 피크와 βA2- 이신 피크에 비

해 상 으로 더 많이 감소되었다. αS1- 이신은 우유의 주요 알 르겐이며 유

아식이나 다른 가공식품에서 항원성 감을 해 가수분해물이 리 사용된다

(Elsayed, 2004). 감마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분해, 특히 αS1- 이신과 βA1- 이

신 분해에 의해 우유단백질의 항원성이 감될 것으로 기 된다. 

다. Passive Autaneous Anaphylaxis(PCA) test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른 항원성 정도를 guinea pig을 이용한 PCA 시험결과

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은 rabbit anti-casein antiserum을 guinea pig

의 등 부 에 주사하여 국소 으로 면역 되었을때 류를 통해 해당항원과 색소

를 혼합주사하면 알 르기가 있는 경우에 anaphylaxis 반응이 국소 으로 일어

나면 그 부 에 청색반 이 생긴다. 조구로서 일반 탈지분유의 경우 항 청의 

희석배율에 따라  흐려지나 청색 반 이 찰되었다. 감마선 조사처리 도스

에 따라 청색반 이 흐려졌으며, 10 kGy에서는 청색반 이 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원성이 감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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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감마선 조사한 분유의 모세  기 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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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13. PCA 시험법 이용 감마선 조사한 분유의 항원성 평가.

(a : Control, b : 1 kGy, c : 5 kGy, d : 10 kGy)

           100 μL of antiserum was injected into guinea pig intracutaneously. Four hours 

later 0.5 mL of 0.5% Evans blue containing of 2.5 mg of milk powder was 

injected into heart. The animal was sacrificed 30 mi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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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본 연구는 항원성을 감한 우유  유제품 개발을 한 기 자료 도출을 

해 열처리와 감마선 조사 처리 시 우유의 화학 , 미생물학 ,  면역  변화를 

비교하 다. 열처리와 감마선 조사 처리 시 열처리 온도와 조사량이 높을수록 유

리지방산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UHT 처리시 와 5 kGy 조사 시 

유리지방산 함량은 유사하 다. 103 CFU/mL 수 의 원유를 온, 고온, 고온

으로 열처리 시와 1～10 kGy로 감마선 조사처리 시 모두 일반세균과 장균군

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주일 지난 후에도 UHT 처리유와 3 kGy 이상 조사 처

리 유에서 일반세균과 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유를 열처리 시 arginine, 

asparat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이 감소된 반면 조사처리에 의

해 aspartat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이 감소되어 열처리와 조사처

리가 단백질의 일차구조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한, 우유의 항원성은 감마선 조사처리 시 5 kGy 이상에서 유의 (p<0.05)으로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5 kGy 정도의 감마선 조사처리로 UHT 처리 

시와 유사한 화학 , 미생물학  효과와 우유의 항원성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한, 감마선 조사 처리 시 퀘소블랑코 치즈의 화학 , 미생물학 ,  항원

성 변화를 비교하 다. 퀘소블랑코 치즈는 제조과정에서 85℃ 열처리와 산에 의

해 커드를 형성시켜 제조하는 신선치즈로 스타터 유산균을 첨가하지 않지만 제

조 시에 7.65±0.04 Log CFU/g의 총세균과 7.64±0.02 Log CFU/g의 유산균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원유 내 미생물  85℃에 사멸하지 않은 내열성 유산균이 압착 

 건조 과정에서 생장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원

유 내에 열과 산에 강한 유해균의 존재 시 압착  건조 과정에서 증식할 가능

성이 높다. 감마선 조사처리 시에는 1 kGy에서 5.45±0.02 Log CFU/g, 2 kGy에

서 2.12±0.12 Log CFU/g의 유산균수를 나타내었으나 3 kGy 이상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안 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항원성 감은 찰되지 않았는 바 이는 치즈 제조과정에서 상당한 열처리가 

이루어지고, 유단백질에서 주요한 항원성을 나타내는 β-lactoglobulin이나 α

-lactalbumin 등 유청 단백질이 부분 치즈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2D 기 동 결과 분유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우유 단백질의 분해

가 확인되었으며, 모세 기 동 결과 αS1- 이신과 βA1- 이신이 αS2- 이신과 

βA2- 이신보다 상 으로 많이 분해되었음을 확인하 다. 기니픽을 이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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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피부아나필랙시스(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반응을 통해 감마선 도스 

증가에 따라 항원성 감이 확인되었다. 유아의 생명을 할 수도 있는 E. 

sakazakii의 오염 등을 감안할 때 감마선 조사기술의 응용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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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부과제 : 이온화 에너지 처리 특수목적 유제품의 

안전성 평가

S ingle Dose T ox icity and G enotox icological S afety S tu dies 

of G amma I rradiated M ilk  and I ce cream

 

Gamma irradiation can be applied to the dairy products for reducing microbial contamination 

and making hypo-allergenic foods. However irradiation technology has not been put practical use 

because of prejudice against safety of irradiation. To evaluate the safety of gamma irradiated 

dairy product, sinble dose toxicity and genotoxicological test was performed. 

The single dose toxicity of gamma irradiated (0, 5, 10 kGy) milk and ice cream was 

evaluated in Sprague-Dawley (SD) rats. They were administrated orally to both sexes of rats at 

dose 5,000 ㎎/㎏, the recommended upper limit dose. After single administration, clinical signs, 

feed and water consumption, body weight changes, and necropsy findings were observed for 14 

days, Neither mortality nor clinical signs was observe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Autopsy of 

animals revealed no abnormal gross findings related with gamma irradiation. Also there were no 

irradiation induced changes in body weigh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LD50 of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is greater than  5,000 ㎎/㎏ in SD rats. 

In vitro mutagenecity of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5, 10 kGy) was evaluated 

by Salmonella typhimurium (TA 98, TA 100, TA 102, TA 1535, and TA 1537) reversion assay 

with and without metabolizing activation (S9 mix). And in vivo safety test was carried out by the 

micronucleus test using ICR mice. 

    In the reversion assay, th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were not increased in both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compared with negative control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irradiation doses. The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did not increase 

chromosome aberration rate at any irradiation doses and any concentration. In micronucleus test,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did not induc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 (MNPCE) at any irradiation dose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the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did not show any 

genotoxic effect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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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의 식품산업은 식 ․ 외식산업의 발달과 국가 간 교역의 확 로 차 

집단화 ․ 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원료의 안정  공 , 생 인 생산 

공정, 안 한 장  유통을 한 새로운 식품보존 기술이 요구되어진다. 한 

식품의 안 성에 한 소비자의 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식품가공 장방법

에 한 기술 ․경제  측면뿐 아니라 안 성에서도 새로운 체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식품의 방사선조

사기술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 성과로 발 해왔다 (Lee, 2006).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보통 코발트(Co-60)나 세슘(Cs-137)등의 동 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에 식품을 는 것이다. 감마선은 부분 식품을 통과하나 아주 작

은 양이 식품분자에 흡수 는 산란되어 이온화 에 지를 생성하여, 해충방제, 

발아억제  병원성미생물의 살균 등의 작용을 한다 (Kim, 2006). 이온화 에 지 

처리는 식품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살균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뿐 아니라 화

학물질 처리와는 달리 유해잔류물질이 남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한 투과력

이 강하여 제품을 포장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냉장․냉동상태에서도 용할 수 있으므로 우유나 아이스크

림 같은 유제품에 용하기에 당한 보존 방법이다 (Byun, 1994; Roberts et al, 

1994). 

한편,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일차 인 목 인 안  측면 뿐 아니

라, 식품 내 알 르기 유발물질  독성 발암물질이 방사선에 의해 제거됨이 증

명되어 기능 으로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Lee, 2006). 유제품의 경우 양학

으로 완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우유내 존재하는 단백질이 알 르겐으로 

작용․과민반응을 일으켜 유가공품 섭취를 통한 균형 인 양공 에 장애를 받

는 경우가 있다. 우유에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하면 표면 항원결정기가 괴되고 

항체가 인식할 수 없게 되어 과민반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등 

방사선조사의 유제품 용은 매우 효용 이라 할 수 있다 (Cho, 2001).   

방 사 선  조 사 식 품 의  안 성 에  해 서 는  1 9 8 0 년  조 사 식 품 공 동 문 원 회

(JECFI :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에서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 으로 

안 하며, 양학 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방사선조사기술은 

재 유럽공동체(EU), 미국 등의 선진국을 심으로 세계 50여 개국 230여개 품



- 92 -

목에서 허용되어 있으며, 30여 개국에서 방사선조사식품이 상업 으로 이용 ․ 

매되고 있다 (WHO, 1981). 머지않아 방사선 조사 처리된 김치가 우주 식량으

로 개발돼 공 될 계획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처리식품의 생 

안 성을 높이 평가해 리미엄  품질로 선택될 수 있도록 'Premium Quality 

for irradiation safety'란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Lee, 2001).

식품의 방사선조사기술은 재의 어떤 생화 처리방법보다도 효과 이고 미

생물학 , 독성학 , 유 학 , 양학  안 성이 확보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

고 있으나(Ahmed, 1991),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물질로 간주

하는 선입 이 강하여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소비자

들의 부정 인 인식을 개선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안 성을 검증

하여 이를 교육․홍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Byun,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온화 에 지 처리한 우유  아이스크림에 한 안

성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단회투여독성시험  유 독성학  안 성 

시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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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  구  사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방사선 조사 식

품자체의 품질 변화, 과산화물가 생성  색소변화 등에 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나, 조사식품을 실험동물의 식이로 섭취시킨 후 in vivo 상에서 독성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상으로 한 

생체내의 안 성 평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 까지 국내 특산품인 인

삼제품에 한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연구가 1990-1995년에 4개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 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국립보건안 연구원, 원 학

교 의과 학)에서 공동으로 수행되어 양학 , 미생물학 , 약리효능  유 독

성학  안 성을 입증하 다. 1994년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선 조사 한

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가 일시 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

까지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탁과제로 한림 , 원 , 고려 , 서울여 가 공

동으로 방사선조사 축육  수산 냉장․냉동식품의 양학 , 미생물학 , 독성

학  안 성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 재 선진외국에서는 단체 식 분야에 방사

선조사에 한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 소비자를 한 품질보증 

방안으로 방사선 조사 식자재에 한 안 성 평가  품질의 변화와 용도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재 단체 식 산업에 방사선조사 기술

이 용되려고 하는 기단계에 있으나, 이들 식재료에 한 안 성 평가는 재

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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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 료   방 법

1 .  시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이온화 에 지 처리 아이스크림  우유의 감마선 조사는 한

국원자력연구원 (Jeongeup, Korea)내 선원 3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 )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일반 시  아이스크림  우유를 조사하 다. 

2 .  단회투여 독성시험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5주령의 Sprague-Dawley(SD)계 랫드 암수 각각 36마리, 총 72마

리를 한바이오링크(충청북도 음성)로부터 구입한 후, 1주일간의 순화과정을 거

쳐 실험에 사용하 다. 사육실험실은 온도 22.5±2℃, 습도 50±5%, 배기 10-15회

/hr, 형 등 명암 12시간 조 의 사육환경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사육 이지에 3

마리씩 넣어 사육하 다. 사료는 (주) 제일제당 (CJ feed)의 실험동물용 사료를 

구입하여, 실험기간동안 자유 식하 으며, 음수는 멸균 수돗물을 자유롭게 섭취

시켰다. 

   나. 군 분리  정투여용량의 설정

군 분리는 우유 투여군과 아이스크림 투여군으로 나 어, 암수 각각 6마리씩 0, 

5, 10 kGy 투여군으로 구분하 다. 원자력연구소에서 0, 5, 10 kGy의 방사선 조

사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실험 으로 투여 가능한 한계투여용량인 5000 mg/kg 

of B.W.의 정투여용량으로 환산하여 시험당일 랫드에 1회 경구 투여하 다.

   다. 일반증상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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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험동물에 한 임상증상은 시료투여당일에는 투여 후 1, 2, 3, 4  8 

시간에, 투여 1일부터 부검 일까지는 1일 1회씩 14일간 찰하 다.

   라. 체 측정  사료, 음수섭취량 측정

모든 시험동물의 체 은 시험물질 투여 (0 day), 투여 후 1일 째(1 day), 3일 

째(3 day), 7일 째(7 day), 14일 째(14 day)에 측정하 으며, 사료 섭취량과 음수 

섭취량은 1주일 단 로 측정하 다.

   마. 부검

시험 종료 후에는 랫드를 ether로 마취한 후, 복 정맥 채  후, 외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 으로 상세히 찰하 으며, 내부 장기(간, 심장, 좌우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 다.

   바. 통계학  분석

얻어진 결과에 해서는 통계학  검정을 실시하여, 투여군과 조군의 유의성

을 student's t-test로 확인하 다. 

3 .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 용 한  복 귀돌연 변 이 시 험

   가. 시험 균주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모두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5균

주로써 TA1537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로부터 분

양 받았고, TA98, TA100, TA102, TA1535,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CTC

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 다.  

각 균주는 실험에 사용하기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llin 내성, UV 감수성 시험  자발복귀돌연변이율 시험을 거쳐 유 형질

을 확인하 다 (Mortelmans, 2000). 유 형질이 확인된 균주들을 

CryoCare(Pulse, USA)에 넣어 약 -80 ℃ 온냉동고에 보 하면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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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시험물질 용량  조물질

시험물질인 우유  아이스크림은 모두 세포독성 시험 결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시험법에 명시된 최고 용 용량인 5 ㎎/plate를 최고 용량으로 설정

하 다 (NITR, 1999a) 최고 용량을 2배씩 단계 희석하여 5 ㎎/plate, 2.5 ㎎

/plate, 1.25 ㎎/plate, 0.62 ㎎/plate, 0.31 ㎎/plate의 5용량을 설정하 고, 각 용량

마다 3개의 plate를 사용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물질의 희석 용매인 증류수를 음성 조군으로 설정하 으며, 양성 조군의 

경우 사 활성화시키는 경우는 공통 으로 2-aminoanthracine을 사용하 고, 

사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균주별로 Salmonella typhimurium TA98 ; 

2-nitrofluorene, TA100 ; NaN3(sodium azide), TA102 ; MMC(mitomycin C), 

TA1535 ; NaN3(sodium azide), TA1537 ; ICR 191 Acridine을 양성 조물질로 

사용하 다 (NITR, 1999a).

   다. 시험방법

시험을 한 배지, 시약  S9 mix의 조제와 시험방법은 Marton과 Ames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Maron, 1983). 시험은 사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경우

와 사활성화를 시키는 경우로 나 어 실시하 는데, 사활성화를 한 간 균

질액(S9 분획)은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로부터 구입하여 

10%(v/v)의 S9 mix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유 독성 감도가 비교  높은 preincubation법으로 수행하

다(Mortelmans, 2000). 시험물질 0.1㎖과 인산완충용액( 사활성화시키는 경우

에는 S9 mix) 0.5 mL에 균주를 nutrient broth에서 수기(약 2×10
9 cells/mL)에 

이르도록 하룻밤 배양한 배양액 0.1 mL을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하 다. 

이것을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 mL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에 부어 굳힌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 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

수하 다. 

   라. 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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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는 각 농도군 당 3 plate로부터 얻은 집락수의 평균과 표 편차

(Mean±SD)로 나타내었다. 돌연변이 유발성은 사활성계 존재 유, 무에 계없

이 복귀변이 집락수가 음성 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최소 1개 균주에서 용량의

존성을 갖는 경우(유의수  p<0.05로 student's t-test 실시)를 양성으로 정하

다. 

4 .  C hinese hamster lu ng 배 양 세 포 를  이 용 한  염 색 체  이 상 시 험

   가. 세포주와 배양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Chinese Hamster Lung 세포주는 (주) 캠온 임상연구센터

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다. 액체 질소 내 보 인 세포를 해동하여 7일 이상 

배양한 후 미생물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 다. Minimum essential medium 

(Gibco-BRL) 1 L당 sodium bicarbonate (NaHCO3 2,200 ㎎), L-glutamamine 

(292 ㎎), penicillin streptomycin (Gibco-BRL) 10 mL를 첨가한 뒤 0.2 ㎛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뒤 10% fetal bovine serum 을 첨가하여 사용하 다. 

배양조건은 포화 습도 하에서 5% CO2를 공 하는 37℃의 배양기에서 배양하

고, 매 2～3일마다 0.1% Typsin 용액으로 처리하여 계 하 다 (Song, 2005). 

   나. 시험물질 용량  조물질

시험농도 결정을 한 세포독성 시험 결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최고 

한계 용 용량인 5 ㎎/mL를 시작으로 2배씩 단계 희석하여 5, 2.5, 1.25 ㎎/mL

의 3용량을 설정하 고, 각 농도 군 당 2개의 flask를 사용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본 시험물질의 용매인 증류수를, 양성 조물질로는 S9 

mixture 존재 시는 Benzo[a]Pyrene (B[a]P)으로 S9 mixture 부재 시는 

Mitomycin C(MMC)를 사용하 다 (Kim, 2001). 

   다. 시험방법

시험은 사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경우와, 사활성화를 시키는 경우로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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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하 는데, 사활성화시에는 5%(v/v)의 S9 mix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CHlL 세포를 petri dish에 1×105 cell/5 mL가 되도록 분주하여 3일간 배양한 

후 각각 시험물질과 양성․음성 조물질 등을 함유하는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22

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분열을 기(metaphase)에 지시키기 하여 각 

flask에 100 μM Colchicine(Biochemica)를 50 ㎕의 농도로 처리하고 추가로 2시

간동안 배양하 다. 0.25% trypsin-EDTA로 처리하여 세포를 모으고 1,500 rpm

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제거하 다. 세포를 부풀리기 하여 cell 

pellet에 장액인 0.075M KCl 10 mL을 가하고 탁시켜 37℃ 항온수조에서 

15~20분간 방치한 뒤 0 .5  mL  냉 각  고 정 액  (methanol : acetic acid =  3  : 1 )으

로  고정하 다. 1,500 rpm에서 5분간 다시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 후, 

신선한 냉각 고정액 4 mL을  가 하 여  스 퇴 르  피 펫 으 로  잘  교 반 하 다 . 이  과

정 을  3회  반 복 하 여  세 포 를  완 히  고정시켰다. 3회째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

린 후에는 0.5~1 mL (수거된 세포의 양에 따라 조 )의 고정액을 가하여 당

한 농도의 고정세포 부유액을 만들었다. 

피 펫 을  이 용 해  60~80㎝ 의  높 이 에 서 고 정 세 포  부 유 액 을  깨끗한 slide glass에 

1방울씩 2~3방울 떨어뜨려 상온에서 건조시키고, 5% Giemsa액(pH 6.8)으로 15

분간 염색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 다 (NITR, 1999b). 

사활성계의 경우는 각각 S9 mixture(배양액의 20% 비율)와 시험물질 는 

양성 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6시간 배양하고 보통의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18시간동안 더 배양하 으며, 세포 수거 2시간 에 Colchicine을 처리한 다음 

세포를 수거하여 사활성화 시키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표본을 

제작하 다 (Song, 2005).

   라. 결과 정

각 검체 당 100개(각 시험군당 200개)의 세포분열 기상을 찰하여 염색체

(chromosome)와 염색분체(chromatid)의 구조 이상과 숫  이상 유무를 찰하

다. 염색체 이상의 별은 일본환경변이원학회(JEM) 포유동물시험분과회

(MMS)  ‘염색체이상 아틀라스’에 따랐다 (JEMS-MMS, 1988). 찰 상으로 

구조이상 유무는 chromatid gap(ctg),  chromatid break(ctb),  chromatid 

exchange(cte), chromosome gap(csg), chromosome break(csb), chromosome 

exchange(cse : dicentric, ring 등), 숫  이상 유무는 배수체(polyploidy)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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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내변화(endoreduplication)를 확인하 다. CHL세포의 경우 통상 음성 조군에

서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의 출 율이 3%를 과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는 평균 출 율이 5%미만인 경우는 음성(-), 5%이상 10%미만은 의양

성(±)으로, 10%이상은 양성으로 정하 다 (NITR, 1999b). 

5 .  마 우 스  골 수 세 포 를  이 용 한  체 내  소 핵 시 험

   가. 실험동물 

실험동물로는 1주일간 순치과정을 거친 8주령의 수컷 ICR계 마우스( 앙실험

동물)를 사용하 다. 사육실험실은 온도 22.5±2℃, 습도 50±5%, 배기 10～15/hr, 

형 등 명암 12시간 조 의 사육환경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사육 이지에 5마리

씩 넣어 사육하 다. 실험동물용 사료(CJ feed)는 자유 식하 으며, 음수로는 

멸균 수돗물을 자유 여하 다. 각 시험군당 5마리의 동물을 사용하 다.

   나. 시험물질 용량  조물질

비실험 결과 독성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국립독성연구원 표 작업지침서

의 투여최고용량인 2 g/kg of B.W. 을 시작으로 시험물질(방사선 조사된 0, 5, 10 

kGy의 원유  아이스크림)을 2배씩 단계 희석하여 2, 1, 0.5 g / kg of B.W의 3단

계로 단회 경구 투여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본 시험물질의 용매인 증류수를, 양

성 조물질로는 Mitomycin C(MMC)를 사용하 다 (NITR, 1999c).  

   다. 시험방법

투여 24시간 후 동물을 ether로 치사시키고 퇴골을 출한 뒤, 주 의 근육을 

거즈로 제거하고 양 끝단을 잘라내었다. fetal bovine serum(0.5 ㎖ / 퇴골)을 채

운 1 ㎖ syringe(23 gause)를 이용하여 퇴부에서 골수를 세척․채취하여 5분간 

방치하 다. tube의 바닥에 가라앉은 cell pellet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새로운 tube

에 옮겨서 1,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을 당량 제거하고 남은 

소량의 청으로 침 된 골수를 고르게 탁하여 슬라이드 라스에 도말한 뒤 공

기 에서 건조한 후 메탄올로 5분간 고정하 다. 건조가 끝난 표본을 5% Gie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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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pH 6.8의 1/150 M 인산염완충액으로 조제)에 30분간 염색한 후, 동일 완충액으

로 1회 세척하 다. 다염성 구 (polychromatic erythrocytes, PCE) 와 정염성

구(normochromatic erythrocytes, MCE)가 잘 구분되도록 0.004% 구연산 수

용액으로 다시 수 간 세척한 다음 증류수로 1회 세척하여 공기 에서 건조시켰

다 (Wakata, 1998).  

   라. 결과 정

표본의 찰은 400배의 학 미경을 사용하 다. 마우스 개체 당 2,000개의 

구에서 연보라색으로 찰되는 다염성 구와 연분홍색으로 찰되는 정염성

구의 비를 구하고, 다시 1,000개의 다염성 구 에서 짙은 청색으로 찰

되는 소핵을 가진 다염성 구의 출 빈도를 구하 다. 결과의 정은 소핵을 가

진 다염성 구의 수가 통계학 으로 유의성 있게 용량 의존 으로 증가하거나, 

하나 이상의 용량단계에서 재 성 있게 양성 반응울 나타날 경우를 독성이 있는 

것(유의수  p<0.05로 student's t-test 실시)으로 정하 다 (NITR, 19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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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고 찰

1 .  단회투여 독성시험

   가. 일반증상 찰

5 kGy와 10 kGy의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실험 으로 

투여 가능한 한계투여용량인 5000 mg/kg of B.W.의 용량으로 투여한 후, 일반증

상의 변화를 14일간 찰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모든 조군  투여군에서 

폐사율을 찰할 수 없었으며, 한 특이 인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를 찰

할 수 없었다 (표 1). 

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mg/kg)

Number of dead animals 

(Days after administration) Mortality
LD50

(mg/kg)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Milk

0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5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10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Ice 

cream

0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5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10
M - - - - - - - - - - - - - - - 0/6 >5000

F - - - - - - - - - - - - - - - 0/6 >5000

      

표 1.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랫드의 일반증상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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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 측정  사료, 음수섭취량

투여 후 14일간의 체 에 한 변화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5 kGy와 10 kGy

로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 투여군 모두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2.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랫드의 체  변화 

Sample

Irradiated 

dose 

(kGy)

Sex of 

animal

Days after administration

0 1 3 7 14

Milk

0
M 189.17± 5.71 * 192.00± 4.47 204.83± 4.45 238.33± 4.03 279.50± 8.34 

F 153.67± 5.89 156.33± 8.48 159.83± 6.40 174.83± 4.54 192.50± 6.83 

5
M 187.33± 8.55 191.33± 9.77 204.33± 9.81 235.50± 14.31 273.17± 14.16 

F 149.83± 4.36 151.00± 5.02 157.67± 5.01 170.33± 6.12 189.67± 8.64 

10
M 186.00± 5.51 190.83± 7.76 205.00± 8.51 235.00± 10.77  271.17± 12.98 

F 153.50± 5.36 156.67± 7.45 164.33± 7.97 177.17± 8.75 201.17± 10.93 

Ice 

cream

0
M 192.33± 4.97 196.50± 3.62 210.83± 4.12 240.17± 4.54 273.83± 1.94 

F 151.50± 6.41 151.67± 6.02 157.83± 4.62 171.50± 4.93 188.00± 8.76 

5
M 191.67± 7.03 198.17± 6.31 211.17± 8.11 240.33± 8.80 278.67± 13.59 

F 149.33± 3.39 150.00± 2.97 156.33± 2.34 169.17± 3.66 186.67± 6.47 

10
M 195.33± 11.74 203.67± 8.96 215.83± 9.97 247.00± 9.88 286.83± 13.93 

F 151.00± 3.46 149.33± 6.06 158.50± 4.64 170.83± 4.22 190.67± 3.27 

      * Mean±Standard Deviation .

한 실험기간 의 사료섭취량  음수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우유, 아이

스크림 투여군 모두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  

      표 3.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랫드의 사료섭취량  음수섭

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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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

e

Irradiated 

dose 

(kGy)

Sex 

of 

anima

l

Feed  consumption (g) Water consumption (㎖)

1 weeks 2 weeks 1 weeks 2 weeks

Milk

0
M 957.56±8.37* 790.90±1.20 259.29±63.73  252.14±80.20  

F  755.90±12.97 519.90±1.34 199.29±64.58 167.14±52.35  

5
M  909.74±16.07  746.60±19.66 245.71±68.52 222.86±72.68  

F  689.88±39.07 516.80±6.93 190.71±54.73 156.43±51.78  

10
M 991.03±5.13 740.30±8.56 252.86±65.18 232.86±62.04  

F  766.22±30.29  552.70±19.30 197.14±62.71 162.14±49.57  

Ice 

cream

0
M  991.12±19.54  723.20±10.89 248.57±66.82 251.43±80.19  

F  666.60±16.56  513.80±22.63 191.43±55.21 162.86±53.37  

5
M  957.17±35.87  735.10±21.00 247.86±68.43  240.71±69.13  

F 695.1±8.55  501.40±11.46 196.43±63.36 159.29±54.73  

10
M 1004.72±18.20  767.20±29.42 254.29±70.91  200.71±76.13  

F 668.60±7.17 496.50±2.76 175.71±51.27 142.86±45.90 

  *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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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검소견  장기무게

5 kGy와 10 kGy의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1회 투여한 

후, 14일째인 실험종료일에 실시한 부검소견 결과, 모든 개체의 랫드에서 외  

 내부 장기의 육안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한편 표 4에와 같이 부검 시 

출하여 측정한 간, 심장, 좌우 신장의 무게 한 모든 투여군에서 통계학  유의

성을 찰할 수 없었다.

      표 4.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랫드의 내부 장기 무게 변화

Sample

Irradiated 

dose 

(kGy)

Sex of 

animal

Organ weight (g)

Liver Heart Right Kidney Left Kidney

Milk

0
M 6.07 ± 1.11 * 0.65 ± 0.26 0.44 ± 0.14 0.66 ± 0.15 

F 3.56 ± 0.64 0.50 ± 0.09 0.47 ± 0.16 0.36 ±  0.14 

5
M 6.44 ± 0.90 0.65 ± 0.21 0.71 ± 0.27 0.73 ± 0.17 

F 4.64 ± 0.69 0.63 ± 0.10 0.56 ± 0.13 0.58 ± 0.12 

10
M 7.07 ± 0.50 1.00 ± 0.10 0.90 ± 0.13 0.90 ± 0.09 

F 5.28 ± 0.44 0.77 ± 0.07 0.64 ± 0.06 0.61 ± 0.03 

Ice 

cream

0
M 7.26 ± 0.39 0.98 ± 0.08 0.95 ± 0.09 0.94 ± 0.10 

F 4.76 ± 0.44 0.72 ± 0.03 0.61 ± 0.04 0.60 ± 0.03 

5
M 7.43 ± 0.37 1.01 ± 0.06 0.96 ± 0.04 0.94 ± 0.07 

F 4.80 ± 0.31 0.69 ± 0.06 0.57 ± 0.05 0.57 ± 0.03 

10
M 7.53 ± 0.48 1.00 ± 0.08 0.95 ± 0.05 0.95 ± 0.05 

F 4.94 ± 0.19 0.68 ± 0.06 0.60 ± 0.02 0.59 ± 0.03 

       * Mean±Standard Deviation.

2 .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 용 한  복 귀돌연 변 이 시 험

본 실험에서 실시한 우유  아이스크림에 한 복귀돌연변이 실험 결과는 각

각 표 5와 표 6에 나타내었다. 

S. typhymurium 균주를 이용한 시험계는 독성물질에 의하여 his(-)균주가 

his(+)로 복귀하는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미생물 시험계이다. 본 실험은 

G-C(guanine-cytosine)염기 에 base change 형(TA100, TA1535) 는 

frameshift 형(TA98, TA1537)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거나, A-T(adenine-thymine)

염기 에 돌연변이를 유발(TA102)하는 균주를 모두 포함시켜 실시하 다. 각 균

주에서 음성 조군의 자발  복귀 집락 수는 문헌치 범  내에 들어있고, 양성

조군의 경우 복귀 집락수가 히 증가하여 본 시험이 합하게 이루어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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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Maron, 1983). 

우유의 경우, 시험균주인 S. typhimurium TA98, TA100, TA102, TA1535, 

TA1537에 한 모든 용량단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 수는 음성 조군에 비하

여 통계학 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 S-9 첨가 시에도 S-9 미첨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 인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Table 5). 아이스크림에 

한 유 독성시험 결과, 각 용량에서 이온화 에 지 처리군과 비처리군의 집락 

수는 거의 동일하 으며, 시험물질의 농도에 따른 의존성  조사선량에 따른 차

이(5 kGy와 10 kGy)도 찰되지 않았다. 한 사활성화 시킨 경우(S9 mix를 

처리한 군)에서도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양성 조 물질로 사용된 2-aminoanthracine, 2-nitrofluorene, 

NaN3(sodium azide), MMC(mitomycin C), NaN3(sodium azide)  ICR 191 

Acridine을 투여한 균주는  S9 존재 유무와 상 없이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음

성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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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Salmonella typhimurium 이용 감마선 조사한 우유의 복귀돌연변이 집락 수

T est

article 

Irradiation 

dose

(kGy)

S9

mix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per plate (Mean±S.D.)

TA 98 TA 100 TA 102 TA 1535 TA 1537

M ilk

0

- 0.31 36±2a 170±6 261±22 21±3 16±2

- 0.62 44±3 198±2 256±12 21±5 16±3

- 1.25 44±6 172±10 254±18 22±4 16±4

- 2.50 40±2 171±8 254±13 16±4 14±2

- 5.00 49±4 173±8 241±4 15±2 15±3

+ 0.31 44±4 195±11 284±7 23±8 18±1

+ 0.62 39±7 177±45 260±20 26±2 15±4

+ 1.25 48±4 177±14 276±12 16±4 17±3

+ 2.50 44±5 178±3 249±34 22±4 19±3

+ 5.00 40±9 180±11 246±16 20±2 14±5

5

- 0.31 38±7 181±12 257±9 19±4 10±3

- 0.62 40±3 180±8 260±15 21±3 7±2

- 1.25 42±3 174±7 258±20 19±4 10±3

- 2.50 39±3 183±5 258±19 21±4 7±4

- 5.00 37±2 175±15 248±6 20±5 11±2

+ 0.31 42±6 182±11 262±14 15±4 15±3

+ 0.62 45±8 188±8 301±22 23±1 14±5

+ 1.25 37±3 187±18 259±16 23±3 10±2

+ 2.50 49±3 168±7 259±8 24±5 13±3

+ 5.00 48±7 182±12 250±36 22±6 12±1

10

- 0.31 40±2 188±5 236±22 21±3 15±2

- 0.62 37±6 180±7 278±8 22±4 11±4

- 1.25 38±5 181±12 281±11 24±5 12±2

- 2.50 34±2 174±12 281±11 24±4 11±4

- 5.00 38±2 183±16 254±23 24±5 14±3

+ 0.31 49±9 145±29 245±17 15±4 14±2

+ 0.62 53±6 185±7 209±16 16±5 13±2

+ 1.25 46±7 181±9 238±20 19±4 15±3

+ 2.50 34±3 169±9 256±11 16±3 13±4

+ 5.00 50±6 172±12 228±11 18±4 17±2

Negative
b

c o n tr o l

- 41±9 179±15 268±19 22±3 14±4

+ 32±3 174±13 254±14 20±3 18±3

Positivec

c o n t r o l

- 2322±38 961±37 2233±45 1315±118 1932±142

+ 2191±53 922±49 2251±76 1306±58 1902±72

     a Mean±Standard Deviation (n=3)
     b Distilled water
     c S9(-)  TA 98             2-nitrofluorene          1 ㎍/plate

              TA 100            NaN3(sodium azide)    1.5 ㎍/plate

              TA 102            MMC(mitomycin C)      1 ㎍/plate

              TA 1535           NaN3(sodium azide)      1 ㎍/plate

              TA 1537           ICR 191 Acridine        1 ㎍/plate

      S9(+) all tester strain     2-aminoanthracine       2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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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Salmonella typhimurium 이용 감마선 조사한 아이스크림의 복귀돌연변이 집락 수

T est

article 

Irradiation 

dose

(kGy)

S9

mix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per plate (Mean±S.D.)

TA 98 TA 100 TA 102 TA 1535 TA 1537

Ice

cream

0

- 0.31 62±9a 192±11 275±17 14±2 19±5

- 0.62 55±8 197±8 297±5 21±2 8±1

- 1.25 50±7 227±16 258±8 23±4 9±3

- 2.50 55±11 196±12 273±19 24±5 4±3

- 5.00 52±9 186±5 278±13 24±8 4±2

+ 0.31 50±3 192±11 283±8 19±3 14±4

+ 0.62 49±10 197±8 301±17 26±2 17±4

+
1.2

5
51±7 227±16 289±15 18±3 15±3

+ 2.50 52±9 198±12 291±5 22±4 13±4

+ 5.00 50±3 186±5 279±17 27±7 13±2

5

- 0.31 56±12 179±15 281±13 25±5 15±3

- 0.62 58±5 187±12 273±8 26±4 16±5

- 1.25 44±7 167±19 278±10 26±6 19±2

- 2.50 49±8 175±12 261±15 29±6 19±4

- 5.00 43±7 188±33 275±24 28±3 17±5

+ 0.31 48±4 204±16 300±18 22±4 11±4

+ 0.62 54±8 187±11 302±23 21±4 15±2

+ 1.25 42±4 199±26 299±17 23±6 17±5

+ 2.50 49±4 177±14 280±15 25±6 14±2

+ 5.00 38±3 205±21 288±23 25±7 12±4

10

- 0.31 54.3±3 166±17 299±13 22±5 18±7

- 0.62 49±9 161±17 310±18 25±9 17±2

- 1.25 43±6 182±18 309±18 24±6 21±3

- 2.50 55±12 175±10 293±19 22±7 15±3

- 5.00 50±5 160±7 295±7 29±5 21±4

+ 0.31 47±8 163±17 282±16 12±1 12±4

+ 0.62 44±12 147±12 301±26 20±3 14±2

+ 1.25 61±3 141±10 310±17 14±3 7±1

+ 2.50 50±7 125±3 310±24 16±4 10±2

+ 5.00 58±6 136±19 301±18 18±3 7±2

Negativeb

c o n tr o l

- 41±9 179±15 268±19 22±3 14±4

+ 32±3 174±13 254±14 20±3 18±3

Positive
c

c o n t r o l

- 2322±38 961±37 2233±45 1315±118 1932±142

+ 2191±53 922±49 2251±76 1306±58 1902±72

   a Mean±Standard Deviation (n=3)
   b Distilled water
   c S9(-)  TA 98             2-nitrofluorene          1 ㎍/plate

            TA 100            NaN3(sodium azide)    1.5 ㎍/plate

            TA 102            MMC(mitomycin C)      1 ㎍/plate

            TA 1535           NaN3(sodium azide)      1 ㎍/plate

            TA 1537           ICR 191 Acridine        1 ㎍/plate

     S9(+) all tester strain     2-aminoanthracine       2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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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 hinese hamster lu ng 배 양 세 포 를  이 용 한  염 색 체  이 상 시 험

염색체의 크기가 크고 염색체수가 작아 (25 개) 찰이 용이한 , 증식이 빠

르고 비교  간단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hinese 

hamster lung (CHL) cell을 사용하 다 (NITR, 1999b). 한 CHL cell이 많은 

화학물질에 해 CHO (chinese hamster ovary) cell 보다 민감하다는 연구가 보

고 되어 있다 (Sofuni, 1990).

포유동물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은 화학물질의 염색체이상 유발

성 유무와 유발 정도를 검색하는 시험이다. 염색체이상은 염색체수의 변화와 형

태의 변화로 구분된다. 수 이상은 주로 분열장치에 작용하여 생기는 염색체의 

불분리 는 분열정지에 기인한다. 구조이상은 일반 으로 DNA double strand 

bre마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NITR, 1999b).

우유  아이스크림에 한 염색체이상시험 결과는 표 7에 나타내었다. 양성

조물질인 mitomycin C와 사활성화 시켰을 때의 양성 조 물질인 

Benzo[a]Pyrene (B[a]P)의 경우에는 염색체이상을 보이는 세포가 30% 이상으로 

증가하 다. 반면,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우유의 경우  시험용량에 걸쳐 

3% 이하를 보 고, 아이스크림 투여군의 경우 4% 이하로 나타났다. CHL의 경

우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세포가 5%미만일 때 음성이라고 정하므로, 이온화 

에 지 조사 우유  아이스크림이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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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CHL 세포 이용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의 염색체 이상 시험

Test

article 

Irradiation 

dose

(kGy)

S9

mix

Concentration

(㎍/ml)

No. of 

observed 

cell

No. of structural aberration d

No. of 

numetical 

aberration

No. of 

normal 

cell

cells with 
total 

aberration 
(%)ctg ctb cte csg csb cse

Milk

0

+ 5,000 200 3 1 1 0 0 1 0 196 2.0

+ 2,500 200 0 0 2 0 0 1 0 198 1.0

+ 1,250 200 1 2 0 0 0 0 0 197 1.5

- 5,000 200 2 2 1 0 0 0 0 194 3.0

- 2,500 200 3 4 1 0 1 0 0 194 3.0

- 1,250 200 1 0 0 0 0 0 2 197 1.5

5

+ 5,000 200 1 2 1 0 1 0 0 196 1.5

+ 2,500 200 2 2 3 1 0 0 0 195 2.5

+ 1,250 200 0 0 1 0 0 0 0 199 0.5

- 5,000 200 4 1 2 1 0 0 0 193 3.5

- 2,500 200 1 0 0 0 0 0 0 199 0.5

- 1,250 200 0 0 3 0 0 2 0 196 2.0

10

+ 5,000 200 5 1 0 1 0 0 1 195 2.5

+ 2,500 200 1 2 0 1 0 0 0 197 1.5

+ 1,250 200 0 2 2 0 1 0 0 196 2.0

- 5,000 200 1 2 1 0 1 0 0 195 2.5

- 2,500 200 3 1 0 0 0 0 1 195 2.5

- 1,250 200 0 0 1 0 0 0 1 198 1.0

Ice

Cream

0

+ 5,000 200 1 1 4 0 1 0 0 194 3.0

+ 2,500 200 2 0 0 0 0 0 0 198 1.0

+ 1,250 200 1 2 0 0 2 0 0 195 2.5

- 5,000 200 0 0 1 0 0 1 3 195 2.5

- 2,500 200 0 2 2 0 0 0 1 196 2.0

- 1,250 200 0 0 0 0 0 0 0 200 0.0

5

+ 5,000 200 3 3 0 0 1 0 0 194 3.0

+ 2,500 200 1 0 1 0 0 0 2 196 2.0

+ 1,250 200 5 3 3 0 0 0 0 192 4.0

- 5,000 200 0 0 1 0 0 1 1 197 1.5

- 2,500 200 3 0 3 3 0 1 0 193 3.5

- 1,250 200 1 5 0 0 0 0 0 194 3.0

10

+ 5,000 200 0 2 0 0 0 0 0 198 1.0

+ 2,500 200 1 2 0 0 0 0 0 197 1.5

+ 1,250 200 0 0 4 0 0 2 0 194 3.0

- 5,000 200 2 4 0 1 0 0 0 193 3.5

- 2,500 200 2 2 0 0 0 0 0 196 2.0

- 1,250 200 1 0 3 0 0 0 0 197 1.5

Negative
a

control

+ - 200 3 4 0 0 1 0 0 195 2.5

- - 200 3 1 0 0 0 0 0 197 1.5

Positive

control

+
b 0.2 200 11 18 22 8 6 15 2 133 33.5

-c 20 200 15 12 30 10 4 6 4 125 37.5

        a Distilled water
        b MMC(mitomycin C) 
        c Benzo[a]pyrene
        d Explanation of aberration - ctg : chromatid gap, ctb : chromatid break, cte : chromatid exchange, csg 

: chromosome gap, ctb : chromosome break, cte : chromosom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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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 a ) ( b )( b )( b )

( f )( f )( e )( e )

( c )( c )( c )

( d )( d )( d ) ( g )( g )

( a )( a )( a ) ( b )( b )( b )

( f )( f )( e )( e )

( c )( c )( c )

( d )( d )( d ) ( g )( g )

그림 1. CHL 세포 내 염색체

(a) normal chromosome (- control), (b) Chromosome break , chromosome gap 

(c) chromosome gap, (d) chromosome break, (e) chromatid exchange     

(f), (g) chromosome exchange.

4 .  마 우 스  골 수 세 포 를  이 용 한  체 내  소 핵 시 험

포유동물의 체내 소핵시험은 골수에서 채취되는 구의 분석을 통해, 시험물

질에 의해 유발되는 염색체 손상을 검출하는 데 사용된다. 설치류의 골수세포 

구의 세포분열 시에 시험물질에 의해 단 는 탈락된 염색체의 단편이 구의 

탈핵 시 세포내에 남게 되어 염기성 색소에 의하여 푸른색으로 염색되는 것을 소

핵(micronucleus)이라 한다 (NITR, 1999c). 

우유  아이스크림에 한 소핵시험 결과는 표 8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유발빈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나,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우유․아이스크림 투여군의 경우  시험용량에 걸쳐 음

성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정염성 구 비 

다염성 구 수의 찰빈도를 조사한 결과  용량군에서 음성 조군과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포독성의 지표인 PCE의 비율(PCE/(PCE+NCE))%

에서는 양성 조군, 음성 조군, 시험물질 투여군 간의 유의  차이가 찰되지 않

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온화 에 지 조사 원유  아이스크림이 

골수 아구세포의 분화과정에서 유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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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감마선 조사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체

내 소핵시험

T est

article 

Irradiation dose

(kGy)

Administration

route

Concentration

(㎎/kg)
MNPCE(%)d PCE(%)e

Milk

0 peroral

2.0 0.16±0.05a 49.0±3.2

1.0 0.20±0.07 48.6±3.3

0.5 0.30±0.07 48.0±3.5

5 peroral

2.0 0.26±0.11 47.2±2.2

1.0 0.32±0.13 49.8±3.4

0.5 0.20±0.07 47.8±2.8

10 peroral

2.0 0.20±0.10 48.4±3.2

1.0 0.20±0.12 49.2±3.6

0.5 0.22±0.08 49.6±4.7

Icecrea

m

0 peroral

2.0 0.12±0.08 47.8±2.6

1.0 0.20±0.07 47.0±4.9

0.5 0.20±0.12 48.4±3.5

5 peroral

2.0 0.16±0.09 49.8±3.5

1.0 0.32±0.13 50.0±3.2

0.5 0.22±0.13 48.8±4.0

10 peroral

2.0 0.18±0.08 48.6±2.7

1.0 0.28±0.11 47.2±2.4

0.5 0.26±0.09 46.4±3.2

Negative
b

c o n tr o l

- peroral - 0.12±0.08 50.6±1.7

Positivec

c o n t r o l
- intraperitoneal 0.2 1.97±0.27 46.8±2.8

         a 
Mean±Standard Deviation (n=6)

         b Distilled water
         c MMC(mitomycin C) 
         d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1,000 polychromatic erythrocytes
         e Plolychromatic erythrocytes/1,000 erythr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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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

( d )( d )( c )( c )

( b )( b )

10 ㎛

10 ㎛

10 ㎛

10 ㎛( a )( a )

( d )( d )( c )( c )

( b )( b )

10 ㎛10 ㎛

10 ㎛10 ㎛

10 ㎛10 ㎛

10 ㎛10 ㎛

그림 2. polychromatic erythrocyte의 소핵 (X 1,000)

                 : (a)~(d) treated cell with Mitomycine C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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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부분 열처리에 의한 살균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열에 약한 동물성 식

품, 를 들어 아이스크림 등은 열처리방법이 제한 이다. 특히 골수이식환자나 

면역억제제 투여환자 등을 한 무균 유제품개발을 해서는 방사선조사의 활용

이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생각된다(Adeil Pietraner et al., 2003; Cho, 2001; 

Pryke et al., 1995; Dong, 1992). 방사선 조사는 거의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냉온 

살균공정이므로, 식품을 완 포장상태에서 방사선 조사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

이 상품을 개 하기 까지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Lee, 2001). 

Ham 등(2005)은 알 르기 감 유제품 개발을 하여 우유의 열처리와 감마

선 조사처리시의 화학 , 세균학 , 면역학  변화를 비교한 결과, 5 kGy 정도의 

감마선 조사처리로 UHT (ultra high temperature) 처리 시와 비슷한 미생물학  

억제효과와 우유의 항원성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

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5, 10 kGy의 방사선 조사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한계투

여용량인 5000 mg/kg of B.W.의 투여량으로 환산하여 랫드에 1회 경구투여한 

결과,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아이스크림과 원유 모두 단회투여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Chinese 

hamster cell을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마우스 조 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

시험에서 유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감마선 조사우육의 성 

독성평가(Kang et al., 2001), 감마선조사에 의한 돈육의 유 독성학  안 성 평

가(Kang et al., 1999)  감마선 조사된 분말 죽(Kang et al., 2005),․ 인삼(Ha 

et al., 1994), 녹즙(Lee et al., 2001), 과메기(Yook et al., 2004)에 한 유 독성

학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얻어진 단회투여독성  유 독성학 연구 결과는 향후 

유제품의 새로운 살균방법으로써 이온화 에 지가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안

성 평가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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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유아  민감소비자들을 한 특수목  유제품을 개발하기 해 감마선 조

사 처리한 우유  아이스크림의 최종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이온화 에 지를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아이스크림과 원유에 한 14일간

의 단회투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유  아이스크림 투여군 모두 사망개체

는 없었으며, 임상증상의 변화 한 찰되지 않았다. 시험 종료일 실시한 부검

소견에서도 외   내부 장기의 육안  변화가 찰되지 않아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아이스크림과 원유의 독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

과로부터 5 kGy와 10 kGy로 조사한 아이스크림과 원유 모두 랫드를 사용한 단

회투여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한 원유  아이스크림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을 실시한 결과 원유

의 경우, 시험균주인 S. typhimurium TA98, TA100, TA102, TA1535, TA1537에 

한 모든 용량단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는 음성 조군에 비하여 통계학 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 S-9 첨가시에도 S-9 미첨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유의 인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에 한 유 독성시험 결과, 각 

용량에서 이온화에 지 처리군과 비처리군의 집락수는 거의 동일하 으며, 시험

물질의 농도에 따른 의존성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도 찰되지 않았다. 한 

사활성화 시킨 경우(S9 mix를 처리한 군)에서도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

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결론 으로 이온화 에 지 처리

를 한 원유  아이스크림은 돌연변이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유 독성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nese hamster lung (CHL)배양세포  마우스 골수세포 이용 소핵 시험결

과 역시 감마선 조사처리로 인한 유 학  독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단되

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기술은 ․유아  민감소비자들을 한 안 성 확보 우

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데 효과 이라고 단되며 본 실험에서 얻어진 단

회투여독성  유 독성학 연구 결과는 향후 유제품의 새로운 살균방법으로써 

이온화 에 지가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안 성 평가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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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safety-enhanced ice cream by ionizing energy

○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ice cream were detected at 1.70～3.32 Log CFU/g level. The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Listeria spp. Escherichia coli, and Salmonella spp. in ice cream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that 

the commercial ice cream products may be contaminated by the pathogenic microorganisms, L. inocua and E. 

coli. The D10 value of L. ivanovii and E. coli was calculated as 0.69～0.77 and 0.28～0.38 kGy, respectively. The 

D10 value of S. Typhimurium could not be calculated in this study.

○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method of ice cream with microbiologically safe and proper sensory quality using 

irradiation, flavor, and milk fat-reduced for sensitive consumer. Total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as 

1.60～2.40 Log CFU/g level in ice cream. No viable cells were observed by irradiation. Sensory evaluation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anufactured ice cream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y gamma irradiation. No 

allergenicity was detected in ice cream by gamma irradiation. 

□ Reduction of milk allergenicity by irradiation and its applications

○ The microbial contamination was not detected after treatment of LTLT , HTST, UHT, and irradiation from 1 to 10 kGy 

in the milk with initial microbial load at 103 CFU/mL initially, but after 7 day storage, were not detected in UHT 

milk and that irradiated at 3 kGy or above. Heat treatment decreased (p<0.05) arginine, asparate, iso-leucine, lysine, 

and methionine content compared to raw milk while irradiation decreased asparate, histidine, iso-luecine, leucine, and 

lysine content, which means irradiation could change primary structure of milk proteins. 

○ Queso Blanco cheese was made by heat pasteurization at 85℃ and addition of acid without lactic starter culture, total 

bacterial counts of control cheese were 7.65±0.04 Log CFU/mL. The reduction of antigenicity by gamma irradiation 

was not found. ISkim milk powder samples were exposed to irradiation doses of 1, 5, and 10 kGy.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showed the change of milk proteins by gamma irradiation. More reduction of αS1-casein and βA1-casein 

were found than αS2-casein and βA2-casein in capillary electrophoresis.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test using guinea 

pig showed the reduction of antigenicity in powder milk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 Single Dose Toxicity and Genotoxicological Safety Studies of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 The single dose toxicity of gamma irradiated (0, 5, 10 kGy) milk and ice cream was evaluated in Sprague-Dawley (SD) rat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LD50 of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is greater than  5,000 ㎎/㎏ in SD rats. 

○ In vitro mutagenecity of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5, 10 kGy) was evaluated by Salmonella typhimurium (TA 98, 

TA 100, TA 102, TA 1535, and TA 1537) reversion assay with and without metabolizing activation (S9 mix). And in vivo 

safety test was carried out by the micronucleus test using ICR mice. 

○ The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did not increase chromosome aberration rate at any irradiation doses and any 

concentration. In micronucleus test, gamma irradiated milk and ice cream did not induc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 (MNPCE) at any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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