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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식품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까지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의 원천/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에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G7에 진입하기 한 국가 우

주기술 자립기반 확립과 과학․산업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이에 우주생활에 필수 인 식품과 물/산소의 안정  공

  재순환,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생체  첨단소재 방호 등 Software 측면에

서 선진국이 아직 선 하지 못한 원천/핵심기술과 산업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방사선기술이용 우주식품 개발  러시아 IBMP 합성 평가

○ 우주환경 응을 한 근세포활성 조  연구: 근 축 억제  동면유도 분자 

탐색

   - 근 축 기   응기술 개발

   - 동면조  기   동면유도물질 탐색

○ 우주식품의 기호도 증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품질 하 방지 

연구

   - 우주식품의 기호도 증진을 한 식품 소재류의 개발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품질 하 방지에 한 연구 

○ 방사선기술 이용 한국형 우주 복죽 제조기술 개발  품질평가 연구

   -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형 우주 복죽 제조를 한 표 조리법 개발 

 제조된 우주 복죽의 품질 평가에 한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기술이용 우주식품 개발  러시아 IBMP 합성 평가

  우주식품의 유통기한은 임무의 특성  기간에 따라 최소 9개월에서 최  5년 

동안 장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미생물 규격을 수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우주방사선은 미생물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성세균으로 환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우주식품은 완  무균상태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방사선 식품조

사기술은 표 인 비가열 살균처리 방법으로 감마선의 경우 투과력이 높아 포

장된 제품의 살균이 가능하므로 식품 고유의 능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미생물 인 안 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각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은 김치, 

라면, 생식바, 수정과 등 4종의 우주식품을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과 식품공학기

술이 융합된 기술을 사용하여 능  품질이 우수하고 장안정성이 개선된 멸

균 우주식품들을 개발하 다. 한, 개발된 우주식품은 러시아 생의학연구소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에서 우주환경 모사상태에서 51일간의 장평

가를 통해 국제우주정 장에서 섭취가능 인증을 획득하 다.

 2. 우주환경 응을 한 근세포활성 조  연구: 근 축 억제  동면유도 분자 

탐색

  하지 수모델을 이용하여 실험동물(rat)의 하지 근 축 유발 기법을 확립하

으며 이차 기 동법(2-DE)  다양한 blotting 기법을 이용하여 근 축 기  

연구 로토콜 확립하 다. 한, 근 축 억제를 한 생리활성분자 2종 확보하

여 근 축을 억제할 최 의 응기술을 개발하기 해 생리활성분자  트 드

 운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융합 로토콜 수립하 다. 동면동물 체내에서 생성

되는 호르몬 계열의 동면물질을 유기 합성한 후 마우스에 투여하여 체온  심

장박동률 하 확인하 다.

 3. 우주식품의 기호도 증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품질 하 방지 

연구

  한국인의 우주식품에 한 기호도 증진을 해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스

드를 제조하 다. 본 스 드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일반 버

터지방보다 동맥경화지수가 낮으며 발림성과 체 인 풍미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자코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품질 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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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실시하 다. 

 4. 방사선기술 이용 한국형 우주 복죽 제조기술 개발  품질평가 연구

   진공동결건조 한 온 , 반 , 가루 복죽을 진공동결건조하여 감마선 10 

kGy로 조사한 후, 80%, 90%, 95%, 100%의 물을 첨가시킨 다음, 물리화학  특

성  능  품질 특성을 평가하 다. 이화학  특성에서, pH는 6.61~6.72로 방

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복죽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산화도는 0.203~0.420 

mg MDA/kg 으로 비조사구 복죽(0.035~0.1 mg MDA/kg)보다 크게 증가하

다. 색도에서, 명도는 감마선 조사 복죽이 55.92~59.21로 나타나 비조사 복죽

(54.61~60.7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색도는 감마선 조사 복죽은 

0.95~1.46으로 비조사 복죽(2.12~2.57)보다 감소하 다.. 황색도는 온 죽에서는 

감마서 조사 복죽과 비조사 복죽간에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반 죽과 

가루죽에서 감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보다 감소하 다. 물성에서, 조성, 

성, 응집성, 견고성 모두 온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났으며 수화율이 낮을

수록 증가하 다. 감마서 조사구와 비조사구에서, 물성 값은 반 으로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루죽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응집성은 증가하 으나 

조성은 감소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기술과 타 식품가공 방법을 융합한 방사선융합기술의 

발 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방사선기술 이용 투식

량 는 환자식과 같은 특수목  식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화/장기안 장  공 기술 표 화와 실용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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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pace foods using radi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or develop the life supporting 

system based o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contribute to the nation's 

status and competitive power through entering advanced countries in a space 

technology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ace foods astronauts 

need to maintain their physiological activity, and to research on the 

protection material/medicine from cosmic ray and muscle atrophy induced by 

microgravity in space environ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evelopment of space foods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certification 

by Russian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 Regulation of myofiber activation for countermeasure against space 

environment: Search for muscle atrophy inhibiting and hibernation 

inducing molecules

   - Muscle atrophy mechanism and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hibernation induction and search for 

hibernation induction triggers.

○ Studies on improvement of flavors in the radiated space-foods

   - Study of flavor pattern of irradiated space foods using electronic nose 

system and sensory evaluation

○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quality evaluation of abalone 

porridge as Korean space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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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1. Development of space foods using radiation technology and certification by 

Russian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Safety and taste of space foods are important matters to the astronaut to 

support life and implement experiments. Therefore, high-dose irradiation 

technology was appli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microbial specification. 

Four Korean food items (Kimchi, ready-to-eat fermented vegetable; Ramen, 

ready-to-cook noodles; Nutrition bar, ready-to-eat raw grain bar; 

Sujeonggwa, cinnamon beverage) have been developed as space foods by the 

application of high-dose gamma irradiation. The optimal doses for eliminating 

contaminated microflora and maintaining qualities of Ramen, nutrition bar, 

and Sujeonggwa were determined at 8.0, 14.0, and 6.0 kGy, respectively. All 

Korean space foods were certificated for use in space flight conditions during 

30 days by the Russian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2. Regulation of myofiber activation for countermeasure against space 

environment: Search for muscle atrophy inhibiting and hibernation 

inducing molecules

  Establishment of research protocols on muscle atrophy mechanism using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various blotting analyses are conducted. 

And two bio-active molecules that potentially play an preventive role of 

muscle atrophy are uncovered. Integrative protocols linking between the 

effect of bio-active molecules and treadmill exercise for muscle atrophy 

inhibition are established. Successful synthesis of a hormone-type HIT 

naturally produced in hibernators; Currently on the way to develop basic 

techniques for large-scale synthesis of HIT. Successful induction of 

hibernation-like animation (reduction in body temperature and heartbeat rate) 

were monitored after HIT injection to mice was conducted. Currently, to 

develop advanced techniques for a long-term induction of hibernation-like 

status is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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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udies on improvement of flavors in the radiated space-foods

  Development of Korean astronaut preferred flavoring for space food was 

conducted to reduced atherogenic index (AI) than butter fat. The spread 

added honey and pineapple essence was preferred spreadability and overall 

flavor by sensory evaluation. Flavor was affected by irradiation source (γ

-ray or electron beam) or irradiation dosage (10, 20, 30, 40 and 50 kGy) 

using electronic nose system 

4.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quality evaluation of abalone 

porridge as Korean space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pH of porridge was mostly stable from 6.3 to 6.8 but as more water was 

added, pH increased. Increase of added water resulted in higher TBARS 

value, but most of TBARS value was generally low, and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Lightness of the rice powder porridge was 53 to 59 

and it was higher than that of round rice porridge. Redness tended to be 

high as rice size was bigger and less amount of water was added. 

Yellowness of round rice porridge and half rice porridge was higher than 

that of rice powder porridge. Also, yellowness of porridge had a tendency to 

decrease as amount of water was increased. Consistency, viscosity, and 

firmness was higher in round rice porridge and half rice porridge than in rice 

powder porridge, and increase in added water amount led to decrease of all 

textural properties. In the measurement of texture properties that is only 

present in rice grain, the hardness, gumminess, and chewiness of round rice 

grain porridg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half rice. In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 all sensory properti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the abalone porridges prepared with different rice sizes and added 

water. The viscosity, flavor, texture, and taste of half rice abalone porridge 

added 1000 mL water showed the highest sensory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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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btained from in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for military use or special food area such as foods for patient. 

And, it might be helpful for extending the field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combination treatment on physicochemistry or ir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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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목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까지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의 원천/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에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G7에 진입하기 한 국가 우

주기술 자립기반 확립과 과학․산업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이에 우주생활에 필수 인 식품과 물/산소의 안정  공

  재순환,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생체  첨단소재 방호 등 Software 측면에

서 선진국이 아직 선 하지 못한 원천/핵심기술과 산업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기술 기반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완수

    ○ 국가 우주과학기술 자립기반 구축

    ○ 우주생명과학  생활지원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 원자력(방사선) 기술과 우주기술과의 융합  개량  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우주시 의 개막은 공학  기술진보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본격 인 우

주시 의 정착을 해서는 우주환경에서도 질 으로 지구와 다름없는 지

속 인 생활이 가능해야 함

      - 이를 해서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가까운 

미래에 실화 될 우주여행, 먼 미래의 우주식민지 건설에서 필수 인 

우주방사선 응과 순환  생명유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역량을 집

하고 있음

   ○ 우주분야 과학기술은 원자력 기술과 같이 종합과학형/기술집약형 분야로

서 발사체, 성체 심의 Hardware 분야와 우주인 임무  우주생활 지

원과 련한 Software 분야로 크게 별됨. 특히, Software 분야는 개발 

주기가 비교  짧고 개발기술이 빠르게 민간으로 이 되는 기술  특징

(Spin-Off Technology)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완 히 확보하지 못한 우주방사선 응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Advanced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의 개발  실용화가 매우 실함

   ○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의 측면에서 매우 당 성이 부각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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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하며, 향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

책이 Hardware(항공우주연구원 심)와 Software(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심)분야를 균형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우주기술은 세계 으로도 국방기술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내용이 매우 많

아 민간이 주도 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도 으로 

추진해야할 당 성이 있는 사업임. 한,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큰 

기 기반투자 비용  원천 기  연구의 성격 등으로 인해 요하고 경

제  가치가 높지만 련 연구기 에서 추진해야할 공공  성격의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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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우주기술은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우주개발 능력은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함께 그 나라의 총체  국력을 상징하는 종합  척도

로 작용하고 있음

○ 재 우주산업의 규모는 2001년 재 1,500억불에 이르고 있고, 2015년에는 

4,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우주개발이 지 의 개척 수 을 

넘어 경제 으로 우주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함

○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는 각종 우주개발 성과들과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구 소련 붕괴이후 주춤했던 우주 련 연구개발 투자가 미국

을 심으로 다시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한,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진국에서는 우주여행, 우주도시, 우주정

거장 등 본격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민수분야의 투자방향을 기존의 발사

체, 인공 성 등의 Hardware 심에서, 극한 우주환경에서 인간의 생명활동

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환하고 있음

○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 인 우주환경에서의 유인 임무 

 생활지원에 한 연구의 핵심은 우주방사선  무 력 상황 등 극한 환

경에서의 생명활동, 음용수, 식품  공기의 공 , 생체의 방호, 진단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연구의 수 은 기 기반 연구단계임

    - 우리나라가 지  동 분야의 연구에 참여할 경우 향후 10～20년 이내에 

련기술의 자립 뿐 아니라, 세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치에 오를 수 있

을 것으로 단함

○ 우주환경 응  우주 생활지원 과학(Life Supporting Science) 련 연구는 

타 분야로의 응용기술  산업  효과가 큰 기술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기반과 역량을 활용한다면 

이 분야의 기술 선 이 용이하고 향후 국가우주개발사업에서 원자력(방사선) 

기술의 활용성이 신장될 것으로 단됨

    - 2005년 설립된 방사선 문연구기 인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미

국 NASA의 FTCSC,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BMP(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등과 우주식품  우주 환경분야의 국제 력을 해 이미 

MOU를 체결하여 기본 인 국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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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기술 인 측면에서도 원내의 경주 양성자사업단, 항공우주연구원, 

학내 련학과, 국내의료기  등 우주환경에서의 인간 활동 지원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연구시설 등의 기  인 라를 구축하

고 있음

1. 우주식품 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우주식품의 조건

  우주공간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와 가장 큰 차이 은 바로 우주는 

력이 거의 없는 무 력 상태이며, 우주방사선이라 불리는 빛에 지가 존재한다

는 것이다. 지상에서는 지구의 력으로 인해 쉽게 활동할 수 있지만, 우주공간

에서는 력이 없어 마치 깊은 물속에 잠수한 것처럼 활동이 매우 불편할 수밖

에 없다. 이로 인해 우주비행사에게 식욕부진, 골 도  근육 감소 등 생리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식욕부진은 양결핍의 문제를 야기 한다(Holland and 

Marsh, 1994). 기의 우주식품은 식품의 무게제한에 을 두어 부분 건조

형태와 튜 형태로 개발되었다(Heidelbaugh, 1966). 그러나 이들의 능  품질

은 매우 낮았으며 이로 인한 식욕부진  양결핍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미

국, 러시아 등의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능  품질이 우수한 제

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 우주식품은 우주선내에 냉장고가 없어 온도의 변화가 심한 우주선내의 

환경 하에서 장되어야 하므로 극한환경에서도 장기간 보 이 가능하여야 한

다. 이를 해 우주식품의 유통기한은 임무의 특성  기간에 따라 최소 9개월

에서 최  5년 동안 장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한 미생물 규격

을 수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우주방사선은 미생물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에도 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 몸에 이로운 젖산균이라 할지라도 우주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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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우주식품은 완  무균상태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GIA, 2005; 

Bourland et al., 1966).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은 표 인 비가열 살균처리 방법

으로 김치와 같이 가열  건조 처리를 할 수 없는 식품의 살균에 매우 효과

인 기술이다. 한 감마선의 경우 투과력이 높아 포장된 제품의 살균이 가능하

므로 식품 고유의 능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미생물 인 안 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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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로 각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은 김치, 라면, 생식바, 수정과 등 

4종의 우주식품을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과 식품공학기술이 융합된 기술을 사용

하여 다양한 형태의 능  품질이 우수하고 장안정성이 개선된 멸균 우주식

품들을 개발하 다. 

 나. 국내외 우주식품개발 황

   1) 미국 우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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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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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며(Table 1-1), 이에 NASA는 미육군 Natick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식

육의 멸균을 목 으로 최소 44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우주식 스테이크  

BBQ를 개발하 다(Fig. 1-1). 한 FDA는 1995년 3월 8일 연방 보(Federal 

Register)에서 우주비행 로그램에 사용할 목 으로 냉동, 포장된 식육의 멸균을 

해 44 kGy 이상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한 우주식품의 안 성에 해 독성학

 해성이 없었으며 상업  살균  양학  합성에 한 최근의 기 들을 

충족시킨다고 발표하 다. 

  2) 러시아 우주식품

  러시아의 경우 부분 진공 포장된 동결건조식품 는 알루미늄 캔에 포장된 

10% 이하의 수분을 함유한 식품들이다(Fig. 1-2). 러시아 우주식품의 방사선 조

사선량에 한 규정은 없으며 엄격한 미생물 규정을 수해야 한다(Table 1-2). 

한 3개월간의 우주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검사와 

능평가를 통해 최종 으로 우주선 탑재 가능성을 인증하게 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상업  살균제품의 경우 포자형성균이 식품 g당 10 CFU 이하여야 하고 

기성균은 식품 5 g에서 검출되면 안 되며 pH가 4.2이하의 식품의 경우 효모

와 곰팡이 역시 식품 2 g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러시아의 우주식품 인증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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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식품의 미생물 기 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3) 기타 국가의 우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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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듈을 제작 에 있으며, 이를 해 자국 우주인이 섭취할 우주식품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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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 에 있다. 국 역시 유인우주선 발사와 더불어 우주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은 유인화성탐사를 한 

첨단생명지원시스템(Advanced Life Supporting System) 개발을 진행 이다. 

Table 1-1. Microorganism limits in the Russian space foods

Food products Microorganisms factor Limits

Non-thermostabilized

Total aerobic count < 20,000 CFU/g

Coliform < 10CFU/g

Coagulase positive Stapylococci 0 CFU/g

Salmonella 0 CFU/25g

Yeasts and molds < 50 CFU/g

Escherichia coli 0 CFU/10g

Bacillus cereus < 10CFU/g

Commercial sterile products
(thermostabilized and 

irradiated)

Sporogenic mesophilic bacilli < 10 CFU/g

Mesophilic anarobes    0 CFU/5g

Yeasts, Fungi(in terms with pH<4.2)  0 CFU/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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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Limitations of food irradiation in USA 

Use Limitations

1. For control of Trichinella spiralis in pork carcasses or 
fresh, non-heat-processed cuts of pork carcasses

Minimum dose 0.3 kiloGray 
(kGy) (30 kilorad (krad)); 
maximum dose not to exceed 1 
kGy (100 krad).

2. For growth and maturation inhibition of fresh foods Not to exceed 1 kGy (100 krad).

3. For disinfestation of arthropod pests in food Do.
4. For microbial disinfection of dry or dehydrated enzyme 
preparations (including immobilized enzymes)

Not to exceed 10 kGy (1 
megarad (Mrad)).

5. For microbial disinfection of the following dry or 
dehydrated aromatic vegetable substances when used as 
ingredients in small amounts solely for flavoring or aroma: 
culinary herbs, seeds, spices, vegetable seasonings that are 
used to impart flavor but that are not either represented as, 
or appear to be, a vegetable that is eaten for its own sake, 
and blends of these aromatic vegetable substances. Turmeric 
and paprika may also be irradiated when they are to be used 
as color additives. The blends may contain sodium chloride 
and minor amounts of dry food ingredients ordinarily used in 
such blends

Not to exceed 30 kGy (3 Mrad).

6. For control of food-borne pathogens in fresh or frozen, 
uncooked poultry products that are: (1) Whole carcasses or 
disjointed portions of such carcasses that are “ready-to-cook 
poultry” within the meaning of 9 CFR 381.1(b)(44), or (2) 
mechanically separated poultry product (a finely comminuted 
ingredient produced by the mechanical deboning of poultry 
carcasses or parts of carcasses)

Not to exceed 3 kGy (300 krad); 
any packaging used shall not 
exclude oxygen.

7. For the sterilization of frozen, packaged meats used solely 
in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space 
flight programs

Minimum dose 44 kGy (4.4 
Mrad). Packaging materials used 
need not comply with §179.25(c) 
provided that their use is 
otherwise permitted by applicable 
regulations in parts 174 through 
186 of this chapter.

8. For control of foodborne pathogens in, and extension of 
the shelf-life of, refrigerated or frozen, uncooked products that 
are meat within the meaning of 9 CFR 301.2(rr), meat 
by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9 CFR 301.2(tt), or meat 
food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9 CFR 301.2(uu), with 
or without nonfluid seasoning, that are otherwise composed 
solely of intact or ground meat, meat byproducts, or both 
meat and meat byproducts

Not to exceed 4.5 kGy maximum 
for refrigerated products; not to 
exceed 7.0 kGy maximum for 
frozen products.

9. For control of Salmonella in fresh shell eggs. Not to exceed 3.0 kGy.

10. For control of microbial pathogens on seeds for sprouting. Not to exceed 8.0 kGy.

11. For the control of Vibrio bacteria and other foodborne 
microorganisms in or on fresh or frozen molluscan shellfish. Not to exceed 5.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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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otograph of the gamma-irradiated space food developed by 

NASA and US Army Natick Solder RD&E Center.

Fig. 1-2. Photograph of Russian spac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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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우주식품

  국내 우주식품 개발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

연구소에서 단기간의 우주탐사를 한 우주식품  특수식품 개발과 우주환경생

존시스템에서의 생물・의학  향평가  생존시스템 구축 등을 한 기 연구

가 진행 이며, 재 미국 NASA  러시아 IBMP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에 있다. 재 우주식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선을 통해 우주식품을 탑재하려면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우주항공

청 산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IB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8

년 4월 ISS에서 과학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우주인이 섭취할 4종(김치, 라면, 수정

과, 생식바)의 우주식품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1월 IBMP의 인증을 획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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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민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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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 발  수행내 용  결과

제 1  방사선기술이용 우주식품 개발  러시아 

IBMP 합성 평가

1. 서론

  1960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우주개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우주

인들이 섭취해야할 우주식품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의 우주식품은 부

분이 건조형태로 능  품질이 매우 낮아 우주인으로부터 선호 받지 못하 으

며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안 성을 확립한 다양한 

종류의 우주식품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도 2003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 연구를 착수하 다. 한 

2005년 3월에 정부가 21세기 첨단산업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분야

의 진흥을 한 연구개발 필요성과 시 성을 인지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보고에

서 “Space Korea”를 선포하 으며, 2008년 한국인을 우주정거장에 체류시키기 

한 우주인 양성사업을 진행 에 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

주인들의 임무수행  생존을 해 섭취할 한국 우주식품의 개발 필요성이 두

되었으며,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

기 한 국가 인 장기계획의 수립  순차 인 우주식품 개발연구의 진행이 필

요하 다(NASA, 2003). 

  우주인의 생활을 한 필수요건  가장 기본 인 것이 우주식품(Space 

Food)이며 우주식품은 말 그 로 우주선, 우주정거장  달, 화성 등의 행성에 

건설하게 될 우주기지 등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

다(Heidelbaugh, 1966). 이미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우주식품을 개발하여 자국의 우주인에게 공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

서도 각 나라마다 생활습 과 음식문화가 차이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한국인의 

입맛에 합한 우주식품이 반드시 필요하 으며(Lan and Schoeller, 1999), 이제 

곧 우주여행을 하게 될 한국 최  우주인과 향후 우리나라 우주인을 해 공

되어질 한국 우주식품의 개발이 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한국 우주

인이 섭취하게 될 우주식품 개발을 해 한국의 표음식인 김치, 라면, 생식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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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등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2. 연구내용  방법

 가.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1) 우주김치 제조  방사선 조사

  김치는 (주)CJ 식품연구소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김치 제조는 다음과 같다. 배

추를 반으로 자른 후 15% 소 물에 4시간 다. 흐르는 물에 수세한 후 물을 

빼주고 여러 가지 양념류들과 함께 버무렸다. 첨가제  양념류들은 얇게 채썰

은 무 5.0 g, 고춧가루 3.0 g, 갈은 마늘 1.0 g, 갈은 생강 0.5 g, 얇게 채썬 양  

2.5 g 그리고 멸치젓 2.0 g 이며, 100 g의 인 배추에 첨가하 다. 버무린 배추

의 반은 기  조건으로 폴리에틸  비닐백에 포장하여 김치냉장고 (Model 

No. R-D303SJ, LG, Korea)에서 pH 4.5  산도 0.33%가 되도록 숙성하 다. 최

종 으로 최  숙성된 김치는 약 5 × 5 cm 크기로 단한 후 iron can (70 mm 

diameter x 30 mm height, Dongwon Co., Seoul, Korea)에 70g 씩 넣고 권체기 

(Dixie Canner Co., Athens, GA, USA)를 이용하여 포장하 다. 포장된 김치캔

을 -70℃의 속동결기 (FD-5505P, Ilshin Lab Co., Gyeonggi, Korea)에 넣어 4

시간 동안 동결시켰다. 

  방사선 조사는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5, 10, 20  25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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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ly fermented Kimchi
(pH 4.5, Acidity 0.3%)

                    ↓
Adding the additives

                    ↓Vitamin C : 0.3%, 
                           Calcium lactate : 0.01%

Packaging

                    ↓
Heating

                    ↓   70℃, 30 min

Deep freezing

                    ↓   - 70℃, 4 hr

Gamma irradiation

Fig. 1-3. Manufacturing procedure of Space Kimchi 

2) 미생물학 , 이화학  품질 평가

  김치내의 미생물 생육정도를 분석하기 해 김치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

균 펩톤수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균질하 다. 총균

수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을 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 배

지에 종하 고, 젖산균은 MRS (Difco Lab., St. Louis, USA) 배지에 종하여 

37℃에서 48-72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

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pH는 김치 100 g을 정확히 취하여 warning 

blender로 마쇄하고 4겹의 거즈로 여과한 후 pH meter (Corning pH meter, 

Model No. 5)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다. 산도는 pH 측정 시 사용한 여

액을 20배 희석한 후 0.1 N NaOH용액으로 pH가 8.4가 될 때까지 정하여 소

비된 0.1 N NaOH 양을 구한 후 젖산(%)으로 환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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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  특성 평가

  장  는 35℃에서 30일간 가속 장 시킨 시료 100 g 을 일정크기로 잘라 

흰 용기에 제시하 다. 무작 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용기에 표시했으며 서

로 다른 시료를 평가하기  입안을 가실 수 있도록 생수와 식빵을 함께 제공하

다.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식품의 능평가에 훈련된 성인남녀 20인을 상

으로 김치의 색(color), 조직감(texture), 맛(taste), 향(flavor), 이취(off-odor)  

종합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해 7  평 법 (1 매우 싫다 - 7 매우 

좋다) 으로 평가하 고, 가식한계 은 4 을 기 으로 하 다. 

4) 경도 측정

  경도는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를 사용하 고, 배추 하단으로부터 5 cm 부 를 일정하게 단한 후 측정

하 다. 심부를 지름 5 mm인 stainless probe로 시료 두께의 65%까지 통하

면서 받는 최  힘으로 표시하 다. 이 때 Probe는 P2 5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 고, test speed는 1.0 mm/sec, travel distance는 65%, load cell은 5 kg 

조건으로 경도를 측정하 다. 

나.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라면 개발

  1) 우주라면의 제조  방사선 조사

  가루 700 g  산 분 240 g의 혼합물에 정제염 1.47 g, 베이킹 우더 1 

g, 인산염 0.43 g을 정제수에 용해한 배합수를 첨가한 후 20분간 반죽하 다. 베

이킹 우더는 가루에 섞어 투입하 다. 반죽을 롤러에 통과시켜 두께 1.2 mm, 

폭 1.9 mm가 되게 출하 다. 수증기로 2분 30 간 증숙한 후 출면 각 55 g

을 사각틀에 넣었다. 상기 출면에 이미 제조된 스  페이스트 6 g을 혼합하

다. 상기 스  페이스트는 소고기맛 시즈닝 30 g, 건조야채 25 g, 야채맛 시즈닝 

20 g, 된장분말 10 g, 옥수수 분 5 g, 고춧가루 5 g  구아검 5 g를 포함하는 

수용액을 80-95℃의 조건으로 호화시켜 제조한 것이다. 상기 스  페이스트가 

혼합된 출면이 삽입된 사각틀을 동결건조기에 넣어 건조된 라면을 제조한다. 

이후 건조된 라면을 폴리에틸  라미네이트 필름 포장지로 진공 포장하 다. 

  진공 포장한 라면 지를 -75℃로 온도가 보정된 냉동고에 넣고 약 24시간 동

안 온처리를 실시한 후 보온 상자에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실험에 사용하 다. 

냉동된 포장라면을 두께 5cm, 내부간격 10cm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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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ng)한 다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감마선 조사시설

(선원 30만 Ci, Co-60)을 이용하여 실온(12 ± 1℃)에서 분당 125 Gy의 선량율로 

방사선 조사하 다.  라면의 감마선 조사선량은 5, 10, 15, 20, 25  3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세릭-세로스 선량계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이

다.

  2) 미생물학  품질 평가

  우주라면의 미생물학  품질을 평가하기 해 라면시료 10 g을 각각 시료균질

용 멸균 투에 넣고 미리 멸균시켜 비한 펩톤수(0.9% peptone) 90 mL을 넣

은 후 미생물 분석용 시료균질기(Stomacher)에서 3분간 균질하 다. 시료 균질

액을 10분간 정치한 다음 상등액 1 mL을 취하여 10배 희석법을 실시하여 희석

시킨 다음, 미리 멸균하여 비한 이트 카운트 한천배지(plate count agar)

에 각각의 희석액 1 mL을 넣어 잘 도말한 다음 35℃ 항온배양기에서 48시간 배

양한 다음 미생물 군락수를 계수하 다.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배지는 같은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더 배양하여 미생물 생육을 찰하 다.

 3) 능학  품질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우주라면의 품질 하와 포장방법  병용처리 방법이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7  평가법을 사용하여 능

 품질을 평가하 다. 미리 훈련된 8명의 능평가요원에게 상기 라면을 제공

하여 색택, 조직감, 맛, 향, 불쾌취(방사선 조사취)  체 인 기호도를 평가하

다.  

다.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생식바 개발

  1) 우주생식바 제조  방사선 조사

  팽화미 500 g, 견과류 170 g, 홍삼엑기스 50 g, 건포도 50 g, 동결건조된 생식

분말 50 g  비타민류 30 g을 잘 혼합한 후 약 100℃의 끓는 물엿 150 g에 투

입하여 혼합하 다. 혼합한 원료를 상온에서 냉각 후 바형태로 잘라 샘 을 제

조하 다. 이후 건조된 라면을 폴리에틸  라미네이트 필름 포장지로 진공 포장

하 다. 

  진공포장된 우주생식바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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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설(선원 30만 Ci, Co-60)을 이용하여 실온(12 ± 1℃)에서 분당 125 Gy의 

선량율로 방사선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선량은 5, 10, 12, 14, 16, 18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이 다.

  2) 미생물학  품질 평가

  우주생식바의 미생물학  품질을 평가하기 해 시료 10 g을 각각 시료균질용 

멸균 투에 넣고 미리 멸균시켜 비한 펩톤수(0.9% peptone) 90 mL을 넣은 

후 미생물 분석용 시료균질기(Stomacher)에서 3분간 균질하 다. 시료 균질액을 

10분간 정치한 다음 상등액 1 mL을 취하여 10배 희석법을 실시하여 희석시킨 

다음, 미리 멸균하여 비한 이트 카운트 한천배지(plate count agar)에 각

각의 희석액 1 mL을 넣어 잘 도말한 다음 35℃ 항온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한 

다음 미생물 군락수를 계수하 다.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배지는 같은 배양조

건에서 24시간 더 배양하여 미생물 생육을 찰하 다.

 3) 능학  품질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우주생식바의 능  품질 향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7  평가법을 사용하여 능  품질을 평가하 다. 미리 훈련된 8명의 능평가

요원에게 상기 라면을 제공하여 색택, 조직감, 맛, 향, 불쾌취(방사선 조사취)  

체 인 기호도를 평가하 다.  

 라.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수정과 개발

  1) 우주수정과 제조  방사선 조사

  본 연구에 사용한 분말수정과는 지역 소매 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구입한 수정과 시료는 10 g씩 0.1 mm 두께의 포장지(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넣

고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

(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1℃)에

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각각 1.5, 3.0, 4.5, 6.0 kGy가 되도록 실

시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감마선 

조사한 시료는 비조사 조구와 함께 실온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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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생물 분석 

  일반세균 생균수의 측정은 혼합희석평 배양법으로 실시하 다. 시료 1 g을 

멸균 peptone수(0.1%, Difco Co., Detroit, USA) 9 mL에 부유시켜 Stomacher 

lab blende r(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혼합한 다음 

희석액 1 mL에 미리 비한 50℃의 Plate Count Agar(PCA, Difco Co., Detroit, 

USA)배지 15 mL를 가하여 혼합하 다. 시료와 배지를 잘 섞은 후 굳  37℃ 2

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가 30～300개가 형성된 평 배지의 것을 계수하 다. 시

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나타냈었다. 효모  곰팡이는 단계

별로 희석된 용액을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Co., Detroit, USA)에 

종하여 25℃에서 5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를 계수하 다. 

  한편, 수정과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완 멸균 조사선량을 설정하기 해 장 

 생존 미생물을 분석하 다. 즉, 멸균 포장지에 시료와 멸균 증류수를 넣고 액

상 수정과를 제조하여 37℃에 14일간 보존한 후 상기한 방법으로 미생물을 측정

하 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는 10
1
 CFU/g이었다.  

 3) 능평가

  색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시료 10 g을 100 mL 멸균 증류수에 용해하여 액상수

정과를 조제한 후 훈련된 능평가 패  20명에게 제공하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능  품질 변화를 측정하 다. 능검사는 액상수정과의 색(color), 맛(taste), 

향(flavor), 종합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하여 7  척도법으로 평가

하 다. 

4) 색도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색도 변화를 찰하기 해 시 제품의 섭취방

법에 따라 분말수정과 시료 10 g를 100 mL 멸균증류수에 용해하여 액상 수정과

로 조제한 후 색차를 분석하 다. 즉, 액상수정과를 지름 50 mm의 용기에 5 

mL씩 넣은 후 color/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색도(redness, a

*
)  황색도

(yellowness, b
*
)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

*
값이 90.5, a

*
값이 0.4, b

*
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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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nnamic Aldehyde 함량분석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정과의 주요 풍미 성분  하나인 cinnamic aldehyde의 

함량변화를 측정하기 해 Park et al. (2006)이 사용한 HPLC 분석법을 이용하

여 시료  cinnamic aldehyde 함량을 분석하 으며, HPL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Column은 Nova-Pak C18 (3.9×150 mm)을 사용했으며, injection 

volume은 20 μL이었다. 이동상은 CH3CN : CH3COOH : DW = 28 : 1.3 : 70.7 

비율로 제조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시료를 분석하 다. 표  검량선은 

cinnamic aldehyde (99
+
%,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를 농

도가 각각 50, 100, 250, 500, 1000, 2000 μg/mL가 되도록 hexane에 희석한 후 

상기 분석조건에 따라 작성하 다. 

 6)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

분말수정과 14 g을 각각 0.1 mm 두께의 LDPE 포장지에 넣어 함기 포장한 

후 1.5, 3, 4.5, 6 kGy로 감마선 조사를 하 다. 제조된 수정과를 2배씩 희석하여 

총 5개의 농도로 하여 유 독성학  안 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사용하 다. 복

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Ames et al., 1975)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여 S. typhimurium 

TA98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 자형 확인

을 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한 민감도(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

의 유지여부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 형

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

구소 안 성센터에서 계  배양 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 형질이 확인

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종하

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간 균질액(S9 fraction)은 Maron et al. (1983)의 방법에 

따라 조제한 것(단백질함량 22.5 mg/mL) 함유, Oriental Yeast Co., Lot No. 

00042101,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5% S9 mix는 상기 S9 fraction과 

cofactor(Wako Co., Lot No. 999902, Tokyo, Japan)로 조제하 다. 처리농도는 

0.5 mL/plate로 하 으며, S9 mix의 활성은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양성 조물질로 sodium azide(SA, Sigma-Aldrich Chemie GmbH, Inc., 

Steinheim, Germany)는 증류수에 용해하 으며, Sigma-A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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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e(Steinheim, Germany)사에서 구입 한 4-nitroquinoline-1-oxide(4-NQO) 

 2-aminoanthracene(2-AA)는 증류수 는 dimethyl sulfoxide(DMSO, 

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USA)에 용해하여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

추어 사용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시험물질의 각 농도군 당 2개 plate를 사용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방법으로 실시하 다. 즉, S. typhimurium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수기(2×10
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배양

액 100 μL  S-9 mixture( 는 0.2 M Na-Phosphate buffer) 500 μL를 혼합하

여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0 mL에 섞은 후 이를 minimal glucose 

agar 배지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음성 조군은 시험물질 신 증류수 100 μL를 첨가하 으

며, 양성 조군은 사 활성계미 미 용 시 SA  4-NQO를, 사활성계 용 

시 2-AA를 각각 도군 당 각 plate로부터 얻은 colony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돌연변이 colony수와 농도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 조군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상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17)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마. 인증 차

  재 우주식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선을 

통해 우주식품을 탑재하면 NASA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하 IB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IBMP의 우주식품 인증 차는 

비평가, 장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약 51일이 소요된다. 각각의 평가는 미

생물과 능평가로 구성되며 요구되어지는 미생물의 기 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4종의 한국형 우주식품의 비평가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장평가는 우주선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51일간 수행되며 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능평가가 수행된다. 이 때 5개의 샘 은 미생물평가에 사용되고 2개는 

능평가에 사용되며 각각 0, 21, 36, 51일차에 실시된다. 체 인 장평가의 

차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즉, 0일차에 미생물평가  능평가가 수행되며 

21일간 18-25℃에서 장 후 다시 미생물평가  능평가가 실시된다. 이때 



- 20 -

능평가는 0일차의 품질을 조구로 하여 장기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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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6일간 장한 샘 의 미생물평가  능평가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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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미생물평가  능평가 실시된다.

  최종평가는 비평가  장평가의 결과 분석과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문서

작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증 이후 우주식품은 Nomex bag에 포장되어 소유즈호

가 발사되는 Baikonur로 이동되며 우주식품 실험을 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작

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인증 차에 한 자료는 향후 우주개발을 한 

첨단생명지원시스템 개발에 있어 요한 기 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2008년 1월 한국형 우주식품 4종 (김치, 라면, 생식바, 수정과)의 우주선 선

을 한 IBMP의 비평가 합성 인증 획득하 으며, 4월 한국최  우주인(이

소연)에게 공 되었다.  

Fig. 1-5. Procedure of the certification test for Korean space foods.

4.  연구결과  고찰

 가.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1) 미생물학 , 이화학  품질 평가

  김치를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젖산

균이 오히려 문제가 되며, 건조를 하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

요하 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방사선 식품조사 (Food Irradiation) 기술이

다.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표 인 비가열 살균처리 방법으로 김치와 같이 

가열  건조 처리를 할 수 없는 식품의 살균에 매우 효과 인 기술이다. 세계 

최 로 개발된 우주김치는 방사선 조사처리를 통해 집에서 먹는 김치와 같이 장

기간 보 하여도 더 이상 쉬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보 이 가능하며 건조를 하

지 않아 물을 붓지 않아도 즉석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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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에 나타내었다.

  선행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김치의 경도감소를 완화시키기 

해 젖산칼슘과 비타민C를 각각 0.3%, 0.01% 첨가한 후 -70℃로 속냉동시킨 

후 26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우주김치는 생학 , 능  

품질이 우수하며 35℃에서 30일간의 가속 장에도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주김치의 장기간  총균수, pH  산도를 측정하여 Table 1-3에 나타내

었다. 장 기에 조구의 총균수는 약 8 log CFU/g의 균수를 나타내었으며, 

일반 으로 최 상태로 발효된 김치의 총균수가 8-9 log CFU/g 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장 기의 미생물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된 김치 샘 이 최

의 상태로 발효되었다고 단하 다. 반면 방사선조사 김치  우주김치에서는 

미생물이 찰되지 않았으며 발육시험에서도 미생물의 생육이 나타나지 않아 두 

샘  모두 멸균된 것으로 단하 다.   

  pH와 산도의 경우 조구는 장기간이 늘어감에 유의 으로 감소하지만 방

사선조사 김치와 우주김치는 30일간의 장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2) 능  품질 평가  

  무처리 조구, 방사선 단독처리구, 우주김치의 능평가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조구의 경우 장기간에 따라 색상과 조직감에 한 선호도가 격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주김치의 색상과 조직감에 한 선호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따른 변화 역시 가장 었다.   

  선행결과에서 칼슘  항산화제의 첨가, 가열, 동결을 병용한 방사선조사 기술

이 고선량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의 능  품질 하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주김치를 제조하 을 경우 능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단되었다(Kim et al., 2008; Par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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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otal viable cells, pH and acidity of Kimchi, irradiated Kimchi, 

and Space Kimchi during storage at 35℃

Items Sample1)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Viable cell
(log CFU/g)

CON 7.96±0.33B 8.52±0.13AB 8.71±0.15A 8.83±0.21A

IR ND2) ND ND ND

SK ND ND ND ND

pH

CON 4.39±0.02a3)A4) 3.93±0.02bB 3.72±0.01bC 3.64±0.02bD

IR 4.37±0.03aA 4.41±0.01aA 4.36±0.03aA 4.39±0.02aA

SK 4.42±0.02aA 4.38±0.03aA 4.39±0.02aA 4.41±0.01aA

Acidity
(%)

CON 0.33±0.02aD 1.06±0.04aC 1.13±0.03aB 1.24±0.05aA

IR 0.35±0.01aA 0.38±0.02bA 0.36±0.02bA 0.37±0.01bA

SK 0.34±0.02aA 0.37±0.01bA 0.38±0.03bA 0.35±0.02bA

1)Sample: untreated Kimchi (CON); irradiated Kimchi at 25 kGy (IR); Space Kimchi 

(SK) added with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and treated with heating 

at 7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under frozen temperature at 

-70℃.

2)ND: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of 102

3)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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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ensory quality of Kimchi, irradiated Kimchi, and Space Kimchi 

during storages at 35℃

Items Sample1)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lor

CON 6.8±0.6a2)A3) 6.1±0.4aA 5.8±0.5aAB 5.4±0.3bB

IR 6.4±0.5aA 6.3±0.6aA 6.1±0.3aA 5.8±0.4abA

SK 6.7±0.7aA 6.4±0.6aA 6.3±0.5aA 6.1±0.3aA

Texture

CON 6.7±0.6aA 5.2±0.6aB 4.7±0.3bB 3.9±0.2bC

IR 5.8±0.6aA 5.6±0.4aA 5.1±0.5abA 4.8±0.4aA

SK 6.6±0.3aA 6.3±0.5aA 5.9±0.4aAB 5.7±0.5aB

Taste

CON 6.9±0.6aA 2.4±0.2bB 1.7±0.2bC 1.3±0.3bC

IR 6.1±0.5aA 5.8±0.3aA 5.4±0.4aAB 5.1±0.2aB

SK 6.8±0.5aA 6.6±0.7aA 6.3±0.6aAB 5.8±0.4aB

Flavor

CON 6.9±0.4aA 4.1±0.2bB 3.6±0.3bBC 3.1±0.2bC

IR 6.4±0.5aA 6.3±0.5aA 6.1±0.3aA 5.9±0.4aA

SK 6.8±0.3aA 6.5±0.6aA 6.2±0.5aA 6.1±0.4aA

Overall
acceptance

CON 6.7±0.4aA 2.3±0.2bB 1.8±0.2cC 1.3±0.1bD

IR 6.2±0.6aA 5.9±0.3aA 5.3±0.4bAB 5.1±0.3aB

SK 6.6±0.6aA 6.5±0.5aA 6.3±0.4aA 5.9±0.5aA

1)Sample: untreated Kimchi (CON); irradiated Kimchi at 25 kGy (IR); Space Kimchi 

(SK) added with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and treated with heating 

at 7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under frozen temperature at 

-70℃.

2)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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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도 측정

  무처리 조구, 방사선 단독처리구, 우주김치의 경도측정 결과를 Table 1-5에 

나타내었다. 조구의 경우 장기간에 따라 경도가 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단독처리구는 장 기 조구에 비해 격하게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방사선에 의한 식물세포의 구조가 쉽게 괴되며 김치

세포의 구조 한 괴되어 조직이 연해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되었다. 그

러나 우주김치의 장 기의 경도는 방사선 단독처리구에 비해 경도의 감소 정

도가 낮았으며 장기간에 따른 경도 하의 정도도 게 나타났다.    

  선행결과에서 칼슘  항산화제의 첨가, 동결은 방사선조사에 의한 김치세포

의 구조 괴를 해하여 김치의 능  품질 하를 향상시키는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주김치를 제조하 을 경우 능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단되었

다(Kim et al., 2008; Park et al., 2008).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칼슘  항산화제

의 첨가, 가열, 동결방법을 병용한 방사선조사 기술을 통해 제조된 우주김치는 

무처리 조구에 비해 장기간의 연장  능  품질을 유지하여 우주식품의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5. Hardness of Kimchi, irradiated Kimchi, and Space Kimchi during 

storage at 35℃

Items Sample1)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Hardness
(g)

CON 1,931±169a2)A3) 1,025±38bB 642±46cC 517±27cD

IR 1,286±73cAA 1,094±47bB 845±59bC 639±62bD

SK 1,637±113bA 1,289±51aB 1,123±68aC 953±91aD

1)
Sample: untreated Kimchi (CON); irradiated Kimchi at 25 kGy (IR); Space Kimchi 

(SK) added with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and treated with heating 

at 7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under frozen temperature at 

-70℃.

2)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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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라면 개발

  1) 미생물학  품질평가 

감마선 선량에 따른 우주라면의 미생물학  품질평가 결과를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조구의 총균수는 약 10
3 
CFU/g, 곰팡이/효모는 10

2 
CFU/g, 포자 형성

균은 10
2 
CFU/g 수 으로 나타났다. 총균수의 경우 5 kGy 감마선 조사에서 10

1 

CFU/g 수 의 미생물이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효모의 경우 포장방

법  속냉동 병용처리에 상 없이 5 kGy 선량에서 완  사멸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포자 형성균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10
1
 수 이 살아남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모든 미생물이 완  사멸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2) 능  품질 평가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불쾌취는 

증가하고 색택, 조직감, 맛, 향에 한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15 kGy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된 샘 의 경우 능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보

통 (4.0)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내므로 5-15 kGy의 감마선 조사는 미생물의 안

성을 확보하며 능 인 품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하 다. 

Table 1-6. Microbial load of gamma irradiated Ramen  at different doses

(Unit: CFU/g)

Dose (kGy) Total microbes Fungi Bacterial spore

O 2.8 × 103 3.0 × 102 2.1 × 102

5 3.0 × 101 ND 6.0 × 101

10 ND1) ND ND

15 ND ND ND

20 ND ND ND

25 ND ND ND

30 ND ND ND

1)ND: not detectable within detection limit of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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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Evaluation of sensory properties on the reconstituted space 

Ramen

Dose
(kGy)

Characteristic

Color Texture Taste Flavor Odor Acceptance

0 6.7±0.75 6.5±1.25 6.6±0.65 7.0±0.58 1.0±0.46 7.0±0.49

5 6.2±0.43 6.2±0.75 6.5±0.87 5.9±0.93 1.5±0.97 6.0±0.26

10 5.9±0.65 5.3±1.05 5.4±0.93 5.9±0.67 1.8±0.84 5.8±0.79

15 4.7±0.23 5.0±0.56 4.8±0.46 4.8±0.94 2.1±0.47 4.9±1.07

20 4.4±0.12 4.3±0.77 3.8±0.12 4.0±0.61 3.2±0.35 3.8±0.75

25 2.2±0.36 3.7±0.74 2.7±0.37 3.0±0.75 4.0±0.13 2.7±1.35

 3.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생식바 개발

  1) 미생물학  품질평가

  상기 Table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조사구의 경우 총균수는 약 4 log 

CFU/g 수 으로 나타났고, 곰팡이/효모는 약 2 log CFU/g
 
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모든 미생물이 완  사멸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미생물학 으로 안 한 우주생식바 제조를 한 방사선의 조사

선량은 12kGy 이상으로 단하 다. 

  2) 능  품질평가

  Table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조직감과 

체 인 선호도에 있어 유의 인 감소가 있었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16 kGy 이하로 조사된 우주생식바의 능  품질

이 모든 항목에서 보통 (4.0)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내므로 16 kGy 이하의 감마

선 조사가 미생물의 안 성을 확보하며 능 인 품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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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ffects of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aerobic microbes for space 

Saengshik bar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Total aerobic microbes Fungi

0 4.3 2.2

5 2.0 ND1)

10 1.0 ND

12 ND ND

14 ND ND

16 ND ND

18 ND ND

1)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

2
 CFU/g.

Table 1-9. Sensory Evaluation of Space Saengshik bar 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Dose
(kGy) Apperence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83±1.17NS1) 5.33±1.75a2) 4.67±1.86NS 5.17±2.32NS 5.17±2.32a 1.00±0.00NS

10 5.83±0.75 5.32±1.38a 4.17±1.17 5.17±1.83 4.97±1.51a 1.00±0.00

12 5.83±0.75 5.27±1.21a 4.33±0.82 5.17±1.33 4.89±1.03a 1.00±0.00

14 5.83±0.75 5.12±0.63ab 4.50±0.55 5.33±0.1.03 4.88±0.84ab 1.00±0.00

16 5.50±0.84 5.09±0.82b 4.00±0.89 5.00±0.89 4.80±0.75ab 1.00±0.00

18 5.33±0.82 5.00±0.63bc 4.00±1.79 5.00±0.89 4.00±1.21b 1.00±0.00

20 5.17±0.98 4.83±0.75c 3.83±1.94 5.00±0.89 3.50±1.79c 1.00±0.00

Values are mean (n=8)

1)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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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기술 이용 우주수정과 개발

  1) 미생물학  품질평가

  분말 수정과의 미생물 오염도  수화시킨 후 보존기간에 따른 미생물 살균효

과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1-10과 같다. 건조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효모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 직후 총균수의 경우 비조사 시료에서

만 2.12 log CFU/g 수 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장 7

일까지 미생물 색육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14일 후 1.5와 3 kGy에서 각각 1.92, 

0.84 log CFU/g 수 의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분말수정과의 경우 완 멸균을 해서는 4.5 kGy의 감마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 시  분말수정과의 멸균을 한 최소 감마선 조사선량은 약 4.5 kGy

인 것으로 단되었다. 일반 으로 미생물살균을 해 필요한 방사선 에 지 수

은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 종류와 수  식품의 수분활성도와 pH 등 미생물 

생육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의해 변하게 된다. 분말수정과도 수분활성이 낮은 

건조식품으로 액상제품에 비해 오염된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이 더욱 높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액상제품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으나, 건조  포장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을 고려할 경우 환 멸균을 

한 방사선 조사는 최종제품에 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방법으로 단된

다.

Table 1-10. Assessment of total bacterial cell counts of gamma-irradiated 

and rehydrated Sujeonggwa  during storage at 37℃ for 14 days

Irradiation dose
(kGy)

Total aerobic bacteria (Log CFU/g)

0 day 7 day 14 day

0 2.09 3.79 5.01

1.5 ND1) ND 3.92

3.0 ND ND 2.84

4.5 ND ND ND

6.0 ND ND ND

1)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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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Sensory properties of gamma-irradiated Sujeonggwa  during 

storage at 37℃ for 14 days

Irradiation dose 
(kGy)

Characteristics

Appearanc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0 day

0 5.19±0.32a 5.39±0.48a 5.20±0.51a 5.08±0.39a

1.5 5.10±0.25a 5.21±0.62ab 5.08±0.39a 5.17±0.42a

3 4.97±0.42a 4.83±0.71ab 5.00±0.59ab 5.01±0.51ab

4.5 4.32±0.39b 4.32±0.55bc 4.77±0.61ab 4.60±0.96b

6 4.01±0.49b 3.79±0.35c 4.51±0.70b 3.87±0.81c

14 day

0 5.01±0.13a 5.42±0.85a 5.37±0.42a 5.10±0.69a

1.5 5.19±0.25a 5.36±0.47ab 5.11±0.52a 5.13±0.49a

3 4.99±0.42ab 4.93±0.80ab 5.02±0.32ab 5.08±0.44a

4.5 4.58±0.39b 4.21±0.60b 4.59±0.61b 4.66±0.86b

6 3.98±0.49c 3.88±0.45c 4.09±0.70c 3.69±0.73c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능  품질 평가

  분말수정과에 감마선을 조사하고 멸균수에 녹인 후 액상으로 조제하여 색, 맛, 

향, 종합 인 기호도에 한 능평가 실시 결과를 Table 1-11에 나타내었다. 

분말수정과의 능  품질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

으며, 특히 4.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능  품질이 격

히 하되었다. 재까지 수정과의 방사선 조사에 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

만, 일반 으로 식품에 일정한 선량 이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식품의 

능  품질을 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xie and Subramaniam, 2000). 한편, 방사

선 조사에 의한 능  품질 하와 같이 방사선 조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진공 는 가스치환 포장(Lacroix and Lafortune, 2004), 냉동온도에

서의 방사선 조사(Byun et al., 1983), Vit C와 같은 항산화제의 병용처리(Byun 

et al., 1996)등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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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의 완 멸균  방사선 조사에 의한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해서는 상기에

서 제시한 다른 병용처리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3) 색도 변화

  감마선 조사된 분말수정과를 액상으로 제조한 후 색도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그 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
*
)는 유의

으로 증가하고 색도(a
*
)  황색도(b

*
)는 유의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일반 으로 채소류와 같은 carotenoid 색소를 함유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carotenoid 색소는 산화되어 탈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Mitchell and 

Gosselin, 1989), 다양한 식품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부분의 식품색소성분이 산화되어 탈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won et al., 

1984). 재까지 수정과의 색에 해서는 연구된바가 없으나, 수정과의 색소성분

이 감의 carotenoid  계피의 flavonoid로부터 유래된 것(Oh et al., 2001)을 감

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수정과의 색소성분이 산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미국 표 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Han, 1991)은 색도 

변화가(△E) 값의 차가 1.5～3.0 범 이면 감각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

(noticeable)으로 3.0～6.0 범 이면 감각  변화가 에 띄는 수 (appreciable)으

로 제시하 는데 이러한 감각 인 차이를 근거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E 값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E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능평가  외 변화 결과

(Table 1-11)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수정과의 외 에 큰 향을 주지 않

았다는 결과와 같이 △E 값의 변화에서도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 시 △E 

값은 3.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과의 멸균을 한 최소 조사선량으로 확인된 4.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E 

값의 변화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분말수정과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특정 

성분의 탐색과 색도의 하방지 는 개선을 한 병용처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Cinnamic aldehyde 함량 변화

  분말수정과의 주요 성분인 계피의 특이성분으로는 cinnamic aldehyde, 

cinnamic acid, cinnamyl alcohol, eugenol, cinnamyl acetate 등 30여종의 성분이 

보고되었으며, 이  계피의 주요성분인 cinnamic aldehyde가 특유의 맛과 향이 



- 31 -

수정과의 독특한 능  품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능  품

질변화 원인을 규명하기 해서는 cinnamic aldehyde 함량변화 분석은 필수 이

다. 그러나 재까지 계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연구한 보

고만 있을 뿐, 방사선 조사가 cinnamic aldehyde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Table 1-12.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of gamma irradiated 

Sujeonggwa  during storage at 37℃ for 14 days

Color value

Irradiation dose (kGy)

0 1.5 3 4.5 6

0 day

L* 56.19±0.06a 56.31±0.02ab 57.78±0.19b 58.74±0.05c 59.26±0.03d

a* 27.97±0.01a 27.66±0.18ab 26.42±0.10b 25.21±0.04c 24.01±0.18d

b* 58.50±0.11a 57.40±0.03b 56.70±0.09c 56.12±0.04d 55.93±0.02d

ΔE1) - 1.15±0.09a 2.85±0.10b 4.44±0.04c 5.63±0.08d

14 day

L* 54.43±0.07a 55.32±0.05ab 56.20±0.03bc 57.99±0.07c 58.47±0.09d

a* 26.71±0.07a 26.38±0.03a 26.00±0.10a 25.48±0.06b 24.00±0.07c

b* 58.01±0.05a 57.98±0.07b 56.87±0.09b 55.61±0.04c 54.05±0.02d

ΔE - 0.95±0.11a 1.95±0.08b 3.24±0.11c 4.74±0.10d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Overall color difference( ΔL 2+Δa 2+Δ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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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HPLC-Analyzed contents of cinnamic aldehyde from powdered 

Sujeonggwa 

Powdered Sujeonggwa

Irradiation dose (kGy)

0 1.5 3 4.5 6

Cinnamic aldehyde(㎍/ml) 536 520 492 491 4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말수정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cinnamic aldehyde의 

함량변화를 분석하 다(Fig. 1, Table. 4). 비조사 수정과의 cinnamic aldehyde 

함량은 약 536 μg/mL이었으며, 1.5, 3, 4.5, 6 kGy의 감마선 조사 시 각각 520, 

492, 491, 470 μg/mL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상은 다른 식품의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춧가루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매운맛 성분인 capsanthin 함량이 감소하 다는 보고(Kwon 

et al., 1984)와 같이 수정과의 능  품질이 cinnamic aldehyde의 함량에 의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정과의 능  

품질이 감소한다는 결과(Table 1-11)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수정과의 능  품질 하 방지를 한 연구, 특히 수정과의 능  품질에 큰 

향을 주는 cinnamic aldehyde의 함량변화  보완을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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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PLC chromatograms of cinnamic aldehyde from Sujeonggwa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0 kGy

1.5 kGy

3 kGy

4.5 kGy

6 kGy

min2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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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귀돌연변이 측정

  감마선 조사 는 비조사된 분말수정과의 S. typhimurium TA 98  TA 100

에 한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14와 같다. 실험에 사

용된 2 균주의 생균수는 1.0～1.8 × 10
9
/mL 수 이었다. 사활성계수가 첨가된 

경우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시험물질에 의한  S. typhimurium TA 98  TA 

100 균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 농도에 따른 복귀변이 집

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

된 시료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하여  농도에서 복귀를 유발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마선 조사된 홍삼분말에 해 본 실험과 동일한 S. typhimurium

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에서 변이원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와(Lee et 

al., 2001) 건조야채를 이용한 조사/비조사구의 돌연변이원성 실험에서 감마선 조

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Kooij et al., 1978)와 일치하는 것

으로 이후 생체 내 유 독성 시험, 만성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등이 추가된

다면 감마선 조사 수정과의 안 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35 -

Table 1-14.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Sujeonggwa

Irradiation dose (kGy)
Dose

(μg/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875 33±41) 30±1 268±39 268±15
1,750 27±1 31±10 251±36 278±13
3,500 24±1 39±4 256±22 256±11
7,000 22±5 25±6 234±2 288±11
14,000 31±1 32±6 201±13 201±1

1.5

875 23±1 34±1 254±42 248±23
1,750 21±1 29±1 215±11 294±11
3,500 22±2 30±1 260±36 280±17
7,000 21±5 30±5 235±38 245±27
14,000 20±4 21±2 217±10 244±21

3

875 22±6 30±1 235±30 257±30
1,750 21±1 27±4 218±20 264±23
3,500 27±1 32±2 235±18 284±32
7,000 25±1 25±2 262±30 264±37
14,000 19±1 27±1 257±25 254±31

4.5

875 30±1 29±1 255±42 272±19
1,750 29±1 27±1 282±15 263±47
3,500 30±3 28±3 272±1 271±5
7,000 32±1 30±1 252±39 263±5
14,000 25±3 31±1 262±7 207±4

6

875 28±5 32±1 279±11 222±2
1,750 22±9 29±3 286±14 242±25
3,500 26±1 27±1 263±6 276±8
7,000 25±1 30±1 273±17 262±49
14,000 24±6 30±1 284±17 224±6

Negative 
control

H2O 30±4 37±6 243±14 285±21

Positive 
control2)

4-NQO 0.5 536±83
2-AA 2 693±23

SA 0.5 721±57
2-AA 2 811±56

1)Mean±standard deviation(n=2).
2)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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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 사항

   ○ 우주기술은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재 우리가 

상치 못하는 무궁무진한 분야로의 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생물, 의

학, 미래 식품생산  가공, 환경  산업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획기 인 

기술 신과 과학기술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하고 있음 

   ○ 재 국가우주개발계획에서 성체/발사체 등 Hardware부분의 개발과 함

께 Software분야인 ‘Space Life Science' 분야의 연구 개발은 반드시 함

께 수행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비교  작은 산규모에서도 산업  가

치가 많은 Spin-off 기술 개발로 선진국에서 선 하지 못한 산업을 창출

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지 이 미래 우주산업을 한 사업수행의 

기임

   ○ 경제 인 에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우주과학과 우주생활지원시스

템’ 연구 분야는 아직  세계 으로 총 이고 구체 인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 진 바는 없으나, 우주개발 선진국의 본 분야 투자규모  비율로 

이에 한 요성  향후 경제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음

      - 미국, 러시아, EU, 일본 등에서는 연간 수천억불이 넘는 ‘막 한 우주시

장’ 개척을 한 필수 해결조건이라는 에서 ‘Space Biology', 'Life 

Supporting System'을 근하고 있음

        ․미국 NASA의 경우 2004년, 2005년 산 실 보고서를 보면 NASA 

체 산의 약 10%가 ‘Life Supporting System' 분야에 투입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2004년 : 16억불/154억불, 2005년 : 9억불/90억불)

   ○ 한 본 사업은 사업진행  산업  가치가 많은 응용기술(spin-off)의 발

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

아 산업체로 기술을 이 하는 일명 ‘Spin-off Project’를 추진하 으며, 동 

로젝트를 통해 막 한 경제  이득을 취한 바 있음

      - 우주환경 재  모사 시스템 개발은 미국, 러시아 등의 선진국에서 일부 

실용화하 으며, 기술 개발은 민간으로 이 하여 항공, 자동차, 국방,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음. 따라서 본 기

술의 연구개발은 국내 원자력, 정보통신, 소재, 생명공학 등 타 산업의 

선진화를 한 기반 기술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2007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개 기업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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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우주식품을 성공 으로 개발하 고, 당해 연도

에도 3개 기업(농심, CJ, 동원)이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심이 매우 큰 분야임

   ○ 본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Know-How  핵심원천기술은 향후 국

가우주개발사업에서 원자력(방사선)기술의 활용을 확 할 수 있어 사업 

 재원 다각화에 기여할 것임

      - ‘07년 연구 성과인 방사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우주식품 4종에 해 

국내외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일

반 국민의 원자력기술에 한 인식도 개선에 크게 기여함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우주경제시 ’에 미치는 사

회․경제  효과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 할 것으로 

단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는  다른 측면에서의 정

 효과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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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우주환경 응을 한 근세포활성 조  연구: 

근 축 억제  동면유도분자 탐색

1. 서론

   최근의 국제 우주개발 황은 20세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르고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건설, 화성이

나 토성 탐사, 국의 유인우주선 성공, 유럽, 일본, 라질 등의 우주선 발사 성

공, 그리고 우리나라 첫 우주인의 ISS 임무, 나로우주센터 공 등 수많은 사업

들이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민간 기업들의 우주여행 등의 

 상품 개발 한 30 - 50년 이내의 화려한 우주시 를 가늠  해주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우주환경 변수들  미소 력(microgravity) 상황에서 근 축

(muscle atrophy)을 억제할 기술개발에 역 을 두고자 한다. 우주 미소 력에서

는 체  부하(loading)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구 력(1G)에 응해온 근조직이 

심각하게 축된다(Altringham, 1996). 무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근 축의 세포

-생화학  기 에 해서는 국제 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어 왔다(Fitts et 

al., 2000, Seo et al., 2006). 하지만 ‘근 축을 억제할 원천기술’ 확보에서는 아직

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 까지는 운동요법이나 물리  충격요법을 활

용하는 것이 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신체 조직을 활

성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우주인들의 많은 임무를 고려할 때 매일 2 - 4

시간 운동을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문제들을 극복하

고, 신 인 기능 활성화를 실 시킬 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

다. 본 과제에서는 동면물질을 포함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고 용함으로써 

근 축 문제를 근원 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무 력 상태에서 유발되는 근 축  근력 하 응기술 개발

      - 근 축을 유발하는 생화학-분자생물학  기  조사

      - 근 축을 억제하는 생리활성분자를 탐색

   o 동면유도분자(HIT) 발굴

      - 동면기 연구를 통한 장거리 우주비행으로부터 야기되는 근 축, 연

화 등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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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면유도분자를 발굴하고 유기합성

      - 마우스에 투여하여 가동면 유도 가능성 조사 

   재 근 축 억제에 련된 연구는 하지 수모델을 이용하여 흰쥐 가자미근

의 근 축 정도, 근 축의 생화학-분자생물학  기 을 연구 에 있으며 상기 

내용  동면유도물질은 이미 합성을 마쳤으며 가동면 연구 가능성 조사를 수행 

에 있다. 

 가. 연구사업의 필요성

   21세기 우주개발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은 우주생명과학에 한 국제  연

구추세의 변화이다. 2004년 1월 미국 부시 통령에 의해 발표된 이른바 New 

Vision 이후, 국제 학계는 화성 탐사(2년 4개월)와 같은 장기간의 우주비행을 성

공 으로 수행하기 해 우주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응기술(countermeasures) 

마련에 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기술력을 선 하는 일이야말로 

미래 우주시 를 선도하는 첩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근세포는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로 채워진 근원섬유의 수축작용으로 근력을 

발생한다. 이들 필라멘트는 액틴, 미오신,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 등 다양한 근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축 요구량에 따라 련 유 자의 단백질 발 이 

조 된다. 만약 우리가 미소 력 는 하지 수(hindlimb suspension)와 같은 무

부하 상태에 있게 되면 지상에서는 력에 응하여 지속 으로 수축작용을 일

으키던 근조직이 심각한 축을 일으킨다. 를 들어 17일간 우주비행을 마친 

우주인의 가자미근(soleus muscle)은 단면 이 15%, 근력은 34% 감소하 으며, 

2주간의 하지 수를 겪은 흰쥐의 경우 가자미근의 질량과 근력이 조군에 비해 

37% - 45%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은 무부하 상태에서 근단

백질의 생성이 감소되는 반면 분해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차원 기 동법

(2-DE)을 통한 근단백질의 발  증감을 조사해보면 근력 발생에 요한 근수축

단백질들의 양이 최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주에서 발생하

는 근 축을 억제하려면 이들 단백질의 생성을 진하는 동시에 단백질 분해는 

억제시켜야 한다. 

   생리활성물질은 세포의 특정 수용체분자나 신호 달체계에 작용함으로써 세

포활성과 사조 기 에 여한다. 이런 물질이 만약 근단백질 발 과 활성화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근 축 문제를 해결할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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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더불어, 동면물질(hibernation induction trigger)은 다람쥐, 박쥐 등 동

면동물들의 긴 겨울잠을 유지시켜주는 체내 생성물질이다. 이 물질은 세포의 에

지 사율과 열발생을 낮추어 으로써 단백질의 분해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생체조직이 산소, 노화 등에 항하는 기능을 높여 주기도 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은 4 - 6개월의 동면 후에도 이들의 

근조직이 거의 축 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Breukelen and martin, 

2002, Harlow et al., 2004). 박쥐 흉근의 로테옴 변화를 분석해보면 근수축단

백질  에 지 사 련 효소들의 발 량이 동면 3개월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Park et al., 2000). 따라서 근 축을 억제할 응기

술을 구 하기 해서는 근단백질 발 을 활성화시킬 생리활성분자의 용과 더

불어 동면동물의 이와같은 특성을 활용하는 일이 실히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방법

 가. 실험동물의 하지 근 축 억제 연구

  1) 하지 수모델(hindlimb suspension model)

  Figure 1-1과 같이 Rat의 등축을 따라 Tygon tubing을 고정하고 등축을 바닥과 

30 - 35o를 유지시킴으로써 우주 미소 력 상태에서 동물의 하체에 부하가 걸리

지 않으면서 체액 분포가 상체로 쏠리는 상태를 재 하 다. 본 실험에서는 14

일간 하지 수를 지속하 다. 

  2) 생리활성분자의 근 축 억제 효능 연구 

  동물에 6 h 과 12 h 동안 AP를 처리한 뒤 가자미근을 출하여 HSP70의 발

을 조사하 다.

  3) 트 드  운동을 통한 근 축 억제 연구

  근 축을 억제할 최 의 로토콜을 찾기 한 일환으로 생리활성분자 투여와 

더불어 Fig 2-2와 같이 트 드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일 정 수 의 운

동량을 찾기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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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hoto of treadmill exercise.

 나. 동면동물의 근 축 억제 연구

  1) 박쥐 흉근의 근원섬유 변화 양상조사 

  박쥐 흉근의 액틴필라멘트와 미오신필라멘트의 배열 상태는 근 축의 주요 지

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 미경 사진 분석을 통해 액틴/미오

신 비를 조사하 다(Choi et al., 2005). 

  2) 2-DE을 통한 근단백질 발  변화 조사

  동면기와 각성기 동안 근단백질 발 양이 변하는 지를 조사하기 해 흉근 

조직에 한 이차원 기 동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참고; A-SA; B-HB; 

C-AR). 약 550 개의 단백질 spot들 에서 윤곽이 뚜렷한 ~110 spot들을 1차 

선정하 고, 이 에서 MS-MS분석을 통해 최종 39개의 단백질을 동정할 수 있

었다. 이들 단백질을 기능에 따라 근수축단백질 (contractile proteins), 에 지

사 련 단백질(metabolic proteins), 그리고 스트 스 응 단백질(sptress 

responsive proteins)로 분류하 다. 

  3) immunblotting 분석을 통한 HSP 발  변화 조사

  동면동물은 각성기동안 엄청난 근진 (shivering)을 일으켜 열을 발생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생리 상(mechanical/thermal activation)이 스트 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스트 스 응 단백질 발 을 immunoblotting을 통

해 분석해 보았다(Le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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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면유도분자 연구

  비동면성 동물을 가동면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면 미래 장기간 우주비행에 

실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결과  고찰

 가. 실험동물의 하지 근 축 억제 연구

  1) 생리활성분자의 근 축 억제 효능 연구 

  결과 Fig. 2-1과 같이 AP 농도 증가에 따라 HSP 70가 히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이 같은 chaperone의 양  증가는 근 축 요인을 제어할 요한 단

서가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상기 하지 수모델을 이용하여 14일간 이 물

질을 투여한 뒤 가지미근의 근 축이 히 억제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Fig. 2-1. Photo of hindlimb suspen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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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hange of expression level of stress-responsive protein HSP 70 

induced by AP.

Fig. 2-1. Change of muscle mass by treadmill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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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2의 결과에서 A. 조군(G con)에 비해 하지 수 상태(HS con)에서

는 가지미근의 근질량(/체 )이 63% 정도 감소하 으나 하지 수 동물에게 트

드  운동을 매일 20분  40분을 실시할 경우 근 축이 히 억제되는 것

을 확인하 다 (n = 4 per group). 조군에 트 드  운동(20분/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질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일 20분의 운동양이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같은 트 드  운동 실험을 지

속 으로 하면서 일일 정 운동양을 조사할 정이다. B. 출한 가자미근으로

부터 HSP70의 발 양을 조사한 결과 트 드  운동을 용한 동물들에서 

chaperone의 발 이 히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n = 4 per group). 따라서 

HSP의 발 과 근질량 증가가 상호 연 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

다. 앞으로 생리활성분자를 동시에 용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근 축을 더

욱 억제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나. 동면동물의 근 축 억제 연구

  1) 박쥐 흉근의 근원섬유 변화 양상조사 

  동면기(HB)  각성기(AR) 박쥐 흉근의 액틴/미오신 비가 여름 활동기(SA)

의 경우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박쥐의 골격근은 

동면의 비활동기를 거치더라도 근조직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동

일 과제에서 본 연구는 근력 발생에도 3 그룹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한 바 있다 (Fig. 2-3).



- 48 -

Fig. 2-3. Representative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s from the bat 

pectoral muscle for SA (A), HB (B), and AR (C) groups. Quadrate size = 

100 nm × 100 nm. The rations of actin/myosin filaments are illustrated in 

(D), with histograms presented in mean ± 1 SE (n=3 per group; 39 

quadrates for SA, 36 for HB, and 38 fo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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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ypical tension curves of the biceps brachii muscles for SA (A), 

HB (B), and AR (C) groups. The muscle in vitro was stimulated by a 

1.0-ms square wave pulse train at supramaximal voltage and a stimulus 

frequency of 200 Hz in a buffer solution maintained at 25℃. Cross-sectional 

area (mm2) of the muscle used was 1.14 (A), 1.10 (B), and 1.47 (C).

  2) 2-DE을 통한 근단백질 발  변화 조사

  각 단백질에 해 SA, HB 그리고 AR 그룹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alpha-actin, voltage-sensitive anion channel, ATP synthase bet subunit, 

HSP70 등 4 종의 단백질을 제외한 부분의 단백질들의 발 양이 계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분석 내용으로 미루어 박쥐는 긴 동면기를 보내

지만 근 축과 근력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기 결과들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Yaco et al., 1983, Kim et al., 2000).

  3) immunblotting 분석을 통한 HSP 발  변화 조사

  상했던 바 로, HSP70의 경우 AR 그룹에서 유의한 발  증가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하 다(Vandenburgh et al., 1999).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HB 그룹에서도 HSP70이 히 증가하 으며, 나머지 HSP 단백질들 한 HB

에서 뱔 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 결과는 각성 과정이 동면기의 단백

질양에도 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을 간 으로 보여 다고 할 것이다. 이 

결과는 2-DE 분석결과와 더불어 새로운 가설 검증으로 인정받아 J Cellular 

Biochemistry 최신호에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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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presentative 2-DE gel images of the pectoral muscle for SA (A), 

HB (B), and AR (C) groups. Protein samples (1.0 mg) extracted from the 

pectoral muscle were separated on wide-range (pH 3-10 NL) IPG strips for 

the first dimension followed by a 9-17% SDS-PAGE gel for the second 

dimension. Coomassie blue G250 was used for the gel staining. Thirty eight 

proteins identified using MALDI-TOF analysis were indicated by numbers in 

pan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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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ntergroup comparisons for levels of six stress-responsive proteins, 

HSP90, HSP70, HSP60, HSP27, and αB crystallin. Whole-tissue soluble 

lysates were used to determine levels of the proteins by immunoblotting 

analysis with respective antibodies (A),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summarized in (B). Data are reported as mean ± 1 SE (n=6). a-b, 

p<0.05(one-way ANOVA and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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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면유도분자 연구

  본 연구의 최  심은 동면유도분자를 빌굴/합성하고 이를 rat이나 mouse에 

투여하여 가동면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3-iodothyronamine (T1AM)은 동

면 인 다람쥐에서 생성되는 갑상선호르몬의 변형물질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4년에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이 물질의 동면유도 실험이 처음 실시된 바 있

다. 하지만 아직 단발 인 투여에 의한 가동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국제

으로는 장기간 가동면 유도 실험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

실은 연세  화학과 문가의 도움으로 T1AM을 합성하는데 성공하 으며, 이 

물질을 마우스에 투여하여 이틀간 가동면을 유도하는데 성공하 다 (아래 그림

0. 재는 최소한 1주일 동안 가동면을 유도하는 실험에 도 하고 있다. 가장 심

각한 문제는 체온 감소와 더불어 심장박동이 히 감소하게 되고, 이에 의에 

동물이 쉽게 사망하게 된다는 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기법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시 인 성과를 거둘 경우 우수 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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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확보한 근세포활성조 분자의 근 축억제 기 을 ex vivo 상태에서 조사하

고, 트 드  운동과 더불어 최상의 countermeasure 로토콜을 개발함. 

 ○ 동면물질을 비동면성동물에 투여하여 장기간 가동면을 유도하는 실험을 본

격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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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우주식품의 기호도 증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품질 하 방지 연구

1. 서론

  우주식품은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해야하며, 장기간 장 시에도 부패가 없어

야 하므로 건조식품이 부분이다. 한 미생물 감염을 막기 해 음식으로 방

사선 등으로 철 히 멸균된다. 부분의 건조식품류는 수분 함량이 낮고 음식의 

맛은 떨어지며 우주인이 양부실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곤 한다. 

그러므로, 우주식품은 장기간 안 하게 보 되면서, 고 양 식단이어야 하고, 무

력 상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도 취식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한, 우주에서는 향과 맛을 느끼는 신경이 무뎌져 식품의 맛을 잘 느끼지 못

하게 된다. 오랫동안 우주에서 생활하고 돌아온 많은 우주인들이 밝힌 가장 큰 

문제는 음식으로 인한 스트 스이다. 한, 우주에서 인체는 환경에 맞도록 응

하는데, 지상과 달리 력이 거의 ‘0’인 환경에서 허리 아래쪽에 몰려 있던 액

과 세포액이 허리 로 올라오게 되어 코와 목이 부으면서 향과 맛을 느끼는 신

경이 무뎌져 식품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평형감각을 잃어버려 생기

는 우주비행멀미와 페쇄/ 폐공간에서의 생활에서 오는 정신  스트 스 등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진다. 특히 개발된 우주식품은 거의 미국, 러시아인 등을 주

로 한 식단이므로,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과 우주 식품의 기호도 증진이나 풍

미 증진을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 연구사업의 필요성

  향신료  특히 고춧가루를 상용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식품에 고춧가루 첨

가 시에 오히려 식욕이 자극되어 열량  양소 섭취량이 높아진다. 특히, 고추

의 강렬한 붉은색과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소화액의 분비를 진시키고 식

욕을 돋궈주고, 신진 사를 활발하게 해 체액 분비가 왕성해지고 액순환에도 

효과가 있다. 고추장은 매운맛과 구수한 맛으로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효

식품으로, 된장과 간장에 비해 비타민 B1, B2, C  folic acid 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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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추장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카로틴, capsaicin 등의 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주식품으로서의 고추장은 건조된 형태로 공 되고, 우주인들이 

re-hydration(수화)시켜 섭취를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건조고추장의 물리 , 

화학  변화를 작게 하고, 맛과 양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hydration 하여야 한

다.  

  빵에 발라 먹을 수 지방 스 드(Fat Spread)는 40~80% 지방함량을 갖는 마

가린 유사제품으로 마가린에 비해 지방함량이 낮아 칼로리 섭취가 낮다. 지방 

스 드(Fat Spread)에 다양한 종류의 flavor 를 첨가하면 서양식단 주의 우

주음식에 한 한국인의 기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스 드 제조 시 이용되

는 fat base stock의 부분은 경화 공정에 의해 생산되어 심장 계 질환의 

발병과 한 련이 있는 트랜스 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게 된다. 우주공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하는 우주인의 건강을 해 무트랜스지방을 이용하여 스

드 베이스(spread base)를 제조한 후, 다양한 flavor들을 첨가시키면, 식품의 

맛과 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스 드 제품은 발림성(spreadability), 융

(melting point)  가소성(plasticity)등의 물리  특성과, 색, 풍미, 발림성

(spreadibility)  체 인 기호도의 능  특성에 의해 맛과 향에 향을 미

치므로, 이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방법

 가. 우주식품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기 한 지방 스 드 개발

  1) 지방 스 드 제조 

  에스테르교환반응(Interesterification reaction)으로 합성된 무트랜스 지방(no 

trans  fat)인 fat stock을 구입하여 (CJ Food Co.) 스 드 베이스 (spread 

base)를 제조하 다 (Kim BH 2005). 즉, fat base stock(64%)과 canola oil(16%)

을 혼합하고 60℃에서 완 히 녹여 lipid phase로 사용하 고, table salt(1.2%)와 

lecithin(1.2%)를 탈지우유(17.6%)에 용해시켜 aqueous phase를 만들었다. Lipid 

phase와 aqueous phase를 블랜더에서 2분 동안 섞어 emulsion을 만들고, ice 

cream maker에서 결정화 시킨 후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스 드가 부드럽게 될 

때까지 혼합하 다. 스 드 베이스에 여러 종류의 flavor(고추기름, Jalapenos 

고추, pepper sauce, 마늘가루, 바닐라 에센스, 카라멜소스, 올리   인애

에센스)를 첨가시켜 스 드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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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spreads

A Spread - no flavor added

B Spread -made with extra virgin olive oil instead of canola oil (1.5 times)

C Spread - honey, vanilla extract and caramel source added (23g)

D Spread - red pepper oil, chapped Jalapeno pepper and hot source added (28g)

E Spread - garlic powder, honey and chapped olive added (34g)

F Spread - honey and pineapple essence added (55 g)

 Table 3-1. Characteristics of fat spreads added with flavors 

  

  2) 스 드의 지방산 조성 분석

  시료 25 mg을 2 mL의 BF3-methanol으로 100℃ water bath에서 methylation 

한 후 iso-octane 2 mL 으로 윗 층을 분리하여 무수 sodium sulfate column으

로 수분을 제거한 후 Gas Chromatography (Agilent 6890, Avondale, PA, USA)

와 flame ionized detector를 사용하여 지방산 분석을 하 다. 사용된 column은 

SP-2560 (biscyanopropyl polysiloxane, 100 m x 0.25 mm x 0.2 ㎛, film 

thickness, Supelco, USA) 이고 detecter, injector  oven의 온도는 각각 260, 

220, 140℃로 설정하 다. 

  3) 경도 측정

  제조한 스 드의 경도를 측정하기 하여 texture analyzer(TA-XTII, 

Stable Micro Systen Ltd., UK)로 2회 반복 분석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료 25g

을 100ml beaker에 넣고, 18시간 냉장보  한 후 경도를 측정하 다. 45° conical 

probe를 사용하고, 측정조건은 pre speed, test speed 와 post speed 모두 

1.0mm/s 로 설정하 다.  

  4) 고체 지방 지수 (solid fat content) 분석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2010, TA Instruments, New Castle, 

USA)을 사용하여 고체지방지수를 분석하 다. 시료 5mg을 cell (aluminum 

pan) 에 넣고, 개시 온도를 80 ℃에서 10분간 유지시킨 후 -60 ℃까지 분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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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온도를 내린 다음 10분간 유지시켰다. 그 후 다시 80 ℃까지 분당 5℃로 

온도를 상승시켰다. 결과로 얻어진 melting curve 를 제공된 소 트웨어를 이용

하여 각 온도별 고체지방지수를 계산하 다 

  5) 스 드의 능  특성 평가

  충남 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22 명을 능검사 요원으로 선발하여 실행하

다. 스 드의 향기, 발림성, 체 인 풍미에 한 능평가를 실시하 다. 검

사방법은 9  기호척도(hedonic scale)을 사용하 고, 식빵이 같이 제공되었다. 

SAS software 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6) 자코를 이용한 향기패턴 분석 

  향기 패턴 분석은 Shin 등(2003)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험하 으며, 이때 이용

된 자코는 α-FOX 3000 Electronic Nose System(Alpha M.O.S., Toubuse, 

France)으로 12개의 metal oxide sensor(MOS)로 구성되었다. 시료 1g을 20ml 

vial에 취하여 50℃ oven에서 20분, 500rpm으로 shaking 한 후 head space로부

터 향기 성분을 포집하여 injection port에 주입하 다. 얻어진 데이터는 주성분

분석(PCA)으로 통계 처리되어 그룹별 향기의 차이를 식별하 다. 실험결과의 

유의성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1) software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95% 신뢰구간(p<0.05)에서 통계분석을 통한 유

의성 검정을 하 다.

 나. 개발된 우주식품의 향기변화에 한 연구

  개발된 우주식품인 양념 돼지갈비를 진공포장한 후 자빔과 감마선을 이용

하여 각각 10, 20, 30, 40  40 kGy 의 조사선량으로 방사선 조사 한 후 양념

돼지갈비를 자코를 이용하여 radiation source ( 자빔과 감마선) 는 방사

선 조사선량에 따른 향기패턴 한 연구를 하 다. 시료 2g을 20ml vial에 취하

여 60℃ oven에서 15분, 500rpm으로 shaking 한 후 head space로부터 향기 성

분을 포집한 후 injection port에 주입하 다. 얻어진 데이터는 principle 

component anaysis (PCA) 로 통계 처리되어 그룹별 향기의 차이를 식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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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우주식품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기 한 지방 스 드 개발

  1) 스 드의 지방산 조성 분석 

  제조된 스 드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3-2에 제시되었다. 스 드 베이스

(A)의 주요 지방산은 palmitic acid(C16:0 23.55 area%)와 oleic acid(C18:1 29.89%), 

linoleic acid(C18:2 12.84%)  stearic acid(C18:0 15.84%)로 분석되었다. 여러 종류

의 flavor를 첨가한 spread는 52~55%의 포화지방산과 44~48%의 불포화 지방산

을 함유하 으며, 트랜스 지방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Oleic acid는  스 드 B 

와 E에서 각각 37.84, 32.46%의 수치를 보 는데, 이는 스 드 B와 E의 제조 

시 각각 olive 유와 다진 olive 가 첨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스 드

의 AI (동맥경화지수, 1.0~1.2)는  butter fat (6.81)보다 낮게 확인되었으며 (Kim 

and Akoh, J. Agric. Food Chem, 2005), 이는 myristic acid (C14:0) 함량이 17%

인 butter fat에 반해 스 드가  4～5%로 낮게 함유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스 드 sn-2 치의 지방산 조성을 살펴보면, 포화지방산의 함량은 54～

69%으로 (Table 3-3), 시 되는 butter fat의 포화지방산 함량(79.9%) 보다 낮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Sn-2에 치한 지방산은 인체 내에서 sn-1,3 의 지

방산보다 선택 으로 흡수되고 장되므로 치별 지방산의 조성을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요하다. 시  butter fat과 비교하여 제조된 스 드는 sn-2 치에서 

낮은 수치의 myristic acid와 palmitic acid와 높은 수치의 oleic acid를 함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 되는 butter 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스 드를 섭취

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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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Fatty acid composition (area%) of fat spreads added with different flavors

Fatty 

acid

Spreads

A B C D E F

6:00 0.52±0.08 0.51±0.02 0.54±0.11 0.47±0.02 0.55±0.03 0.56±0.06

8:00 1.26±0.01 1.18±0.06 1.29±0.07 1.28±0.05 1.23±0.01 1.31±0.01

10:00 1.21±0.01 1.09±0.02 1.20±0.04 1.19±0.02 1.14±0.00 1.23±0.01

12:00 10.87±0.41 9.51±0.05 10.82±0.25 10.29±0.10 10.24±0.38 10.59±0.02

14:00 4.74±0.03 4.23±0.01 4.69±0.02 4.62±0.00 4.43±0.02 4.73±0.00

16:00 23.55±0.13 23.27±0.02 23.35±0.06 23.57±0.03 22.71±0.12 23.52±0.01

16:01 nd1) 0.28±0.00 nd nd 0.15±0.01 nd

18:00 12.97±0.06 12.30±0.01 12.88±0.02 12.79±0.04 12.25±0.06 12.99±0.01

18:01 29.89±0.14 37.84±0.06 30.01±0.09 30.01±0.04 32.46±0.16 30.03±0.01

18:02 12.84±0.09 9.15±0.01 12.96±0.05 13.55±0.01 12.65±0.04 12.89±0.00

18:03 1.81±0.03 0.51±0.03 1.92±0.02 1.90±0.02 1.86±0.02 1.81±0.02

20:00 0.36±0.01 0.16±0.18 0.36±0.00 0.36±0.01 0.37±0.01 0.36±0.01

SFA2) 55.48±0.73 52.25±0.37 55.13±0.57 54.52±0.27 52.92±0.63 55.29±0.13

USFA3) 44.54±0.26 47.78±0.10 44.89±0.16 45.46±0.07 47.12±0.23 44.73±0.03

AI4) 1.198 1.040 1.179 1.151 1.075 1.17

1)Not detected. 2)Saturated fatty acids. 3) Unsaturated fatty acids.  
4) Atherogenic Index = [(% of C12:0) + 4(% of C14:0) + (% of C16:0)]/(% of U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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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n-2 fatty acid composition(area%) of fat spreads added with different 

flavors  

 

Fatty 
acid

Spreads

A B C D E F

6:00 nd nd nd nd nd nd

8:00 0.58±0.30 1.45±0.08 1.52±0.30 1.15±0.13 1.33±0.15 0.87±0.37

10:00 0.73±0.41 1.26±0.07 1.55±0.03 1.27±0.22 1.38±0.05 0.99±0.19

12:00 6.12±4.18 8.53±0.38 10.71±0.44 9.80±0.46 10.05±0.51 8.76±0.51

14:00 3.20±2.34 4.52±0.17 4.92±0.17 4.58±0.13 4.67±0.05 4.62±0.16

16:00 21.38±5.14 27.18±0.17 25.29±1.08 25.12±0.23 23.86±0.12 25.18±0.09

16:01 nd nd nd nd nd nd

18:00 32.91±27.16 15.51±0.76 1±0.02 13.39±0.27 13.87±1.20 13.74±0.44

18:01 22.47±12.58 33.13±0.17 14.41±1.26 30.6±1.83 31.79±0.87 31.76±0.12

18:02 8.02±6.09 8.42±0.07 12.11±0.12 12.99±0.74 12.00±0.44 12.16±0.47

18:03 1.13±1.02 nd 0.84±1.18 1.09±0.28 1.04±0.23 1.92±0.03

20:00 3.47±4.91 nd nd nd nd nd

∑SFA 68.39±19.69 58.45±0.24 57.89±2.55 55.32±0.98 55.17±0.86 54.16±0.56

∑USFA 31.61±19.69 41.55±0.24 42.11±2.55 44.68±0.98 44.83±0.86 45.84±0.56

AI 1.275 1.295 1.322 1.192 1.173 1.144

1)Not detected.2) Saturated fatty acids. 3) Unsaturated fatty acids.  
 4) Atherogenic Index = [(% of C12:0) + 4(% of C14:0) + (% of C16:0)]/(% of USFA).

  2) 경도 측정  

  스 드 베이스(spread base, A)가 가장 높은 경도(752.22g)를 나타내었다. B

는 A 보다 낮은 경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스 드 베이스의 카놀라유 신 

1.5배의 올리 유가 체되어 A보다 경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스 드 

베이스에 flavor를 첨가시킨 스 드 (C, D, E, F)는 낮은 경도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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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s Hardness(g)

A 752.22±17.03a

B 563.95±73.74b

C 218.45±24.41c

D 345.40±1.52c

E 237.5±31.55c

F 216.55±4.93c

Table 3-4. Hardness of fat spreads added with different flavors1)

1) Values were the 

means of Ave ± 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고체 지방 지수 (solid fat content) 분석

  스 드 제조에 사용된 무트랜스 지방 fat stock의 crystallization과 melting

을 분석하 다 (Fig. 3-1). Fat stock의 melting peak는 -9.92와 12.94℃에서 나

타났으며, high melting triacylglycerol(TAG)의 melting은 20.91℃에서 시작되어 

49.02℃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fat stock의 crystallization은 22.48℃에서 시작되

어 19.72℃에서 나타난 peak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0.18과 -29.67℃에

서 2개의 peak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트랜스 지방인 fat stock이 스

드 제조 시 64%가 사용되었고, 카놀라유 16%가 첨가되어 lipid phase 로 이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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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DSC melting and cooling curve of spread fat stock

Fig 3-2. solid fat content of spread base and no trans fat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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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이용한 무트랜스 지방 fat stock 은 Fig.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각각 10, 20, 30, 40℃에서 77.3, 61.4, 33.8, 7.9%의 고체지방을 함유하 다. 이 

fat stock을 이용하여 제조한 스 드 베이스(spread base) 는 모든 온도에서 

고체지방의 함량이 어든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스 드 제조 과정에서 

카놀라유, 유화제, 탈지우유가 첨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스 드 

베이스에 여러 종류의 flavor 즉, 고추기름, 꿀, 인애  & 바닐라 에센스 등을 

첨가시켜 스 드를 제조할 경우 고체지방함량이 더 낮아질 것으로 상된다.  

  4) 스 드의 능  특성 평가

  각 스 드의 능  평가에 한 결과는 Table 3-5와 같다. 스 드 베이

스인 A와 B는 향기(aroma), 발림성(spredability), 체 인 풍미(overall flavor)

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Lee et af., 1999, Ahn et al., 2000, 

Clarkes and Richards 1971). Flavor가 첨가된 스 드의 경우, 향(aroma)의 

특성은 스 드 D(꿀, 바닐라 향, 캐러멜소스 첨가)가 가장 높은 수를 받아 

강한 향(very strong)을 나타내었고, 반면 스 드 베이스(A, B)가 가장 낮은 

수를 받아 아주 약한 (very weak)향을 띠었다. 능 특성  발림성은 모든 

스 드에서 4 (보통) 이상을 받아, 체 으로 좋은 발림성의 특성을 가진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발림성과 체 인 풍미는 스 드 F(꿀과 인채 에센스 

첨가)가 가장 좋았고, 스 드 D(고추기름, 다진 Jalapeno 고추, 핫 소스 첨가)

에서 가장 낮았다.  스 드 F는 빵에 발랐을 때 발림성과 체 인 풍미의 

능  특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향기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 E F

Flavor 2.59±1.38d 2.23±1.50d 4.45±1.27b 6.04±1.86a 5.00±1.22b 3.45±1.20c

Spreadability 5.00±1.18abc 5.33±1.11ab 4.95±1.20abc 4.19±1.50c 4.52±1.28bc 5.48±1.16a

Taste 4.61±1.64bc 4.30±1.66c 5.39±1.37ab 2.04±1.26e 3.08±1.62d 5.83±1.66a

Table 3-5. Hedonic scores of flavor, spreadability and taste of spreads1)

1) Values were the means of Ave ± SD;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row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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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코를 이용한 향기패턴 분석  

  스 드의 향기성분을 포집한 후 자코에 주입하여 얻은 센서값을 이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Fig 3

에 나타내었다. 스 드베이스에 flavor를 첨가시킨 스 드들(C, D, E, F)의 

향기패턴은 스 드 베이스 (A, B)와는 다르게 별되었으며, 스 드 베이스

인 A와 B의 향기패턴은 overlapping 되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 드 C와 F는 다른 스 드 D와 E와 비교하여 향기패턴의 차별성을 보

고, 스 드 E와 D 간의 향기성분은 유사함을 보 다(Lee et al., 2004). 

Fig 3-3.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Fat Spread added with different flavors 

using electronic nose.

 나. 개발된 우주식품의 향기변화에 한 연구

  방사선(감마선과 자빔, 10, 20, 30, 40  50 kGy)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

성분을 자코로 분석한 결과 방사선 조사는 갈비의 향기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Mottram and Madruga, 1994, Ho et al. 1996). 즉 control(0 

kGy) 의 돼지갈비의 향기는 방사선 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와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시, 30 kGy 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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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갈비의 향기와 차이가 있었고, 다른 조사선량의 갈비들의 향기패턴은 

overlapping 되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4). 자빔의 조사시 

10 kGy 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는 다른 돼지갈비들 (0, 20, 30, 40  50 kGy)

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20 kGy 와 40 kGy 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패턴은 

overlapping 되었고,  50 kGy 조사된 돼지 갈비는 30 kGy 갈비를 제외하고는 

향기패턴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5). 같은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감

마선과 자빔의 조사에 따른 향기패턴을 분석한 결과, PCA plot 상에서 각 

10, 20, 30, 40  50 kGy 조사시 감마선과 자빔이 조사된 돼지갈비의 향기

패턴이 다르게 grouping되어, 향기성분은 radiation source 에 의해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6, 3-7, 3-8, 3-9 and 3-10). 이러한 시료간 향기

변화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이취을 발생으로 사료되며 이는 포장 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품질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이다(Park et al., 2004, Ahn et al., 

1998, Du et al., 2002).

Fig 3-4.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gamma irradiated pork g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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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irradiated pork galbi with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Fig 3-6.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10 kGy-irradiated pork galbi between 

γ-ray and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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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20 kGy-irradiated pork galbi between 

γ-ray and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Fig 3-8.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30 kGy-irradiated pork galbi between γ

-ray and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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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40 kGy-irradiated pork galbi between 

γ-ray and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Fig 3-10. PCA plot of flavor obtained from 50 kGy-irradiated pork galbi between γ

-ray and electron beam using electronic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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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 스 드는 우주식품 뿐만 아니라 풍미증진을 

한 향신료 소재류, 군용  특수식품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제조된 스 드는 트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고 동맥경화지수가 낮아서 기

존에 시 되는 콜 스테롤과 동맥경화지수가 높은 버터와 스 드를 

체할 수 있음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우주식품의 풍미변화  품질 하 방지연구에 응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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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방사선기술 이용 한국형 우주 복죽 제조기술 

개발  품질평가 연구

1. 서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통  기호식품  건강식품인 복죽을 우주선내의 환

경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편이식 형태의 복죽을 개발하기 해 표

조리법을 확정하고 개발한 복죽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식품학  

품질특성의 변화를 규명하 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주에서 우주인의 수용도를 

높이는 우주 복죽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앞으로 세계 인 우주식품 시장에 한

국우주식품의 역을 확 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 으로 21세

기 첨단 우주화 시 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성공 인 우주개발 사업을 

해서는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하고 사용하게 될 우주식품  용품의 안

공 체계 구축이 필수 이다. 

  우주생활은 무 력상태로 지구에서와  다른 특수 환경이므로 우주환경에

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 양, 취식의 용이성

은 요한 요건이 되며 우주공간에서 우주인들의 건강을 해 섭취할 우주식품

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즉석식품시장이 크게 확 되고 있으며 장성  품질안정성 

증진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  즉석식품 개

발에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식품이 일반인 뿐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

인, 장기 캠핑인 등을 해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식품은 음식의 기호성, 양 인 측면 이외에 안 인 면이 매우 요하

다. 한 우주인에게는 어떤 형태의 오염유기체도 치명 이므로 완 무결한 우

주식품의 안 한 공 은 성공 인 임무수행에 필수 이며 따라서 취식이 간편하

고 품질안정성이 개선된 멸균식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식생활의 특징은 주식과 부식이 뚜렷이 구분되며, 주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은 밥이다. 그러나 밥은 항상 반찬이 곁들여져야하는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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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이 있어 우주환경이나, 심해등 극한환경에서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죽은 특별한 반찬이 필요 없고, 기호에 따라 여

러 가지 다른 육류나 채소류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으며 부재료 첨가로 인해 양소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죽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Jun et al., 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

은 죽을 별미식(39.4%), 치료식(27.4%), 식사 용(18.7%), 보양식(5.5%) 등 다양

한 용도를 가진 친근한 통음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  최근, 바쁜 

직장인들의 아침식사 용으로, 한 다이어트 여성들의 간편식으로 죽의 소비

가 증가되면서 죽 시장 규모는 2006년 기  3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

년 50~60억원 가량 증가되는 추세로 복죽, 잣죽, 단팥죽, 녹차죽, 해물죽, 단호

박죽, 흑미죽, 삼계죽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 되고 있어 죽의 이용이 확 되고 

있다.

  복죽의 경우, 이미 보양식으로 리 알려져 있는데, 복은 단백질이 풍부하

고 지방질이 으며 비타민 B1, B2가 많고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이 많이 함유

되어 피부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등에 효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06). 한 타우린이 풍부하여 담석용해  간장의 해독기능을 강화하고 콜 스

테롤의 하와 심장기능의 향상  시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식으로 추천되고 있다(Kim et al., 2003). 최근 복 추출물이 압강하, 항산화

기능  항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고, 특히 육질에 비해 내장에 

높은 항산화능이 있는데 복이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해조류를 먹고 

살기 때문이라 보고되었다(Kim et al., 2006).  

  죽은 주로 멥 을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찹 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는 

표 인 곡류식품 즉, 분식품이다. 죽을 조리할 때 다양한 재료로 어육류, 채

소류, 종실류 등을 첨가하여 조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조리과정에서 분, 

섬유소, 단백질, 지방 등의 식품성분들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분

의 amylose는 식품의 지방성분과 반응하여 amylose-lipid complex를 형성하며, 

식품 의 다양한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죽제품의 도  소화율 등 이화학  

특성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Derycke et al., 2005). 

  방사선 조사의 여러 장 을 활용하기 해 분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분식품에 방사선을 조사 하는 경우, 분의 용해도(Sokhey 

et al., 2001)와 결정성(Bao et al., 2002)은 증가하나 도(Lee et al., 2003)와 팽



- 74 -

윤력(Bao et al., 2002)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분식품에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순수한 분에 방사선을 조사한 연

구이고 분식품에 여러 가지 부재료를 첨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식품에 여러 가지 식품성분이 혼합된 음식  보양

식으로 알려진 복죽에 한 표 조리법을 개발하고, 이에 한 진공동결건조, 

수화  방사선조사 등의 가공 과정에서의 복죽의 물리화학 , 능  품질특

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통해 복죽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방법

 가. 입자 크기, 물 첨가량  내장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품질 특성

  1) 복죽 제조

  복죽 제조에 사용될 생 복, 백미(2006년산), 참기름(CJ주식회사), 꽃소 (해

표) 등은 부산 역시에 있는 M마트에서 구입하 다. 생  140 g을 70℃의 물에 

2시간 불린 다음 30분간 물기를 제거한 후, 원료 로 사용하 다. 온 은 그 로 

사용하 고 반 은 믹서기((주)한일 기)로 순간작동 20회 후, 20mesh체에 걸러

서 사용하 고 가루는 방앗간에서 갈아서 사용하 다. 복은 내장과 육질을 

따로 분리한 후, 다용도 믹서기(MCH600SI, 동양매직)를 이용하여 내장은 30

간 순간 작동하 으며, 육질은 3분간 순간작동 후 1㎜×1㎜이하가 되도록 다시 

다진 후 사용하 다.

  복죽에 첨가하는 물의 양은 선행 연구 결과(Lee et al., 1994; Lee et al., 

2005)을 참고로 하여 800 ㎖, 1000 ㎖, 1200 ㎖, 1500 ㎖로 정하 다. 제조를 

하여 지름 20cm 냄비에 참기름 5g을 두르고 불린  180 g과 내장 섞은 것을 

넣고 약한 불에서 3분간 볶았다. 여기에 물을 첨가하여 5분간 강한 불에서 끓인 

후, 불로 9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15분간 끓인 다음, 여기에 5 g의 참

기름에 살짝 볶은 35 g의 다진 복과 소  3 g을 넣어 5분간 더 끓여 완성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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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cipe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Rice Water 전복

참기름(g) 소금(g)
입자크기 중량(g) 침지수(㎖)

조리시

첨가(㎖)
전복살(g) 내장(g)

온 쌀 140 40

800

35 7 5 3
1000

1200

1500

반 쌀 140 40

800

35 7 5 3
1000

1200

1500

쌀가루 140 40

800

35 7 5 3
1000

1200

1500

  

Table 4-2. pH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water (㎖) pH  

 Round rice

    800 6.77±0.01abc

   1000 6.77±0.00abc

   1200 6.79±0.01ab

   1500 6.84±0.04a

 Half rice

    800 6.67±0.04d

   1000 6.71±0.00cd

   1200 6.75±0.01bc

   1500 6.80±0.01ab

 Ground  
 rice

    800 6.37±0.01g

   1000 6.44±0.03f

   1200 6.55±0.00e

   1500 6.53±0.01e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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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H

  복죽 15 g과 물 100 ㎖를 homogenizer(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Japan)로 10,000 rpm에서 2분간 균질화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방

치 한 뒤 상층액을 따라내어 pH meter(HM-30V, Toa, Japan)로 죽의 pH를 측

정하 다.

  3) 산화도

  복죽 5 g에 5배의 순수를 가하여 3,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Japan)시킨 후, glass wool에 여과하 다. 이 여

액 0.5 ㎖에 순수 0.5 ㎖과 7.2% BHT 50μL, TBA/TCA 용액 2 ㎖을 첨가하

고 끓는 물에서 15분간 탕한 뒤에 냉각시켰다. 이를 3,000 rpm의 속도로 10분

간 원심 분리(UNION 32R, Hanil Co., Korea)하여 얻은 상층액을 531 nm에서 

측정하 다. 얻어진 TBARS 값은 죽 kg당 생성된 malonaldehyde양(mg)으로 나

타냈다. 

  4) 색도 측정

  복죽을 분체 Cell에 셀 높이 ⅔ 만큼 채운 후 색차계(JC 801, Color 

technosystem Co., Japan)로 측정하 으며 각각의 색도는 L
*
, a

*
, b

*
 값으로 나타

내었다. 이 때 사용된 표 백 의 값은  L
*
 = 93.40, a

*
 = 0.14, b

*
 = 1.8 이었다.

  5) 물성 측정

  복죽을 110 g을 셀에 채워 넣어 force 100 g, distance 50 mm, test speed 

1.0 mm/s의 값으로 texture meter(T1-AT2, SMS Co., UK)를 사용하여 조성, 

성, 견고성  응집성 등의 값을 측정하 다. 

  6) 능평가

  복죽을 한 능평가에서, 능평가원은 부경 학교 식품 양학과 학생들

에게 능평가원에 한 지원신청을 받은 후(38명), 이들을 상으로 차이식별 

검사  일-이 검사  3  검사를 거친 후, 정답율이 70% 이상 되는 학생 14

명을 선발하 고 이들에게 복죽을 시식시키면서 능평가에 한 훈련을 시켰

다. 능평가 방법은 훈련된 능평가원에게 제조한 복죽을 같은 시에 담

아 각 처리구당 구분이 가지 않도록 하여 제공하 다. 능평가항목은 외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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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질감, 식후냄새, 맛의 5가지 항목을 사용하 고 능평가 척도는 1 (매

우 매우 나쁘다) ~ 9 (매우 매우 좋다)을 이용하 다.

 나. 내장 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품질특성

  1) 내장 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제조

  복죽 제조는 선행 연구 결과(Ahn et al., 2007)를 기 로 하 으며 내장 첨

가량은 생 을 기 으로 각각 1%, 2%, 3%, 4%, 5%씩을 첨가하 다. 제조방법

은 지름 20cm 냄비에 참기름 5 g을 두르고 원료  180 g과 내장 7 g 섞은 것을 

넣고 약불에서 3분 간 볶았다. 여기에 물을 첨가하여 5분간 강불에서 끓인 후, 

불로 9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15분간 끓인 다음, 5 g의 참기름에 살짝 

볶은 35 g의 다진 복과 소  3 g을 넣어 5분간 더 끓여 완성시켰다. 이때 사

용한 물은 온 은 800 ㎖, 반 은 1000 ㎖, 가루는 1200 ㎖로 하 다. 

Table 4-2. Recipe of abalone porridge by viscera contents

쌀 물 전복

참기름(g) 소금(g)
입자크기 중량(g) 침지수(㎖)

조리시

첨가(㎖)
전복살(g)

내장  

g %

온 쌀 140 40 800 35

1.4 1

5 3
2.8 2
4.2 3
5.6 4
7.0 5

반 쌀 140 40 1000 35

1.4 1

5 3
2.8 2
4.2 3
5.6 4
7.0 5

쌀가루 140 40 1200 35

1.4 1

5 3
2.8 2
4.2 3
5.6 4
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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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 가수분해율 

  분의 가수 분해율은 곱게 간 진공동결 건조시료(50 mg)를 0.2M phosphate 

buffer(pH 6.9) 2.0㎖에 녹여 시료 탁액을 만든 뒤, 여기에 pancreatic 

amylase(SIGMA, 90units/mg) 20 mg을 0.2M phosphate buffer(pH 6.9) 50 ㎖에 

녹여 만든 amylase buffer 0.5 ㎖을 첨가한다. Amylase를 첨가한 시료 buffer 액

을 37℃에서 2시간 incubation한 후 3-5 dinitrosalicylic  acid reagent  4 ㎖를 

첨가하여 boiling water bath에서 5분간 가열하고 방냉 후 증류수로 25 ㎖ 정량

한 뒤 여과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blank는 시료가 없는 

buffer solution으로 체하 다.  Maltose(JUNSEI, Japan)를 standard로 한 표

곡선을 그린 후 이를 사용하여 시료 50 mg에서 분해되어 나온 maltose의 양

(mg)을 계산하 다. 

  3) 단백질 가수분해율

  단백질의 가수분해율은 Satterlee 등의 방법(Satterlee et al., 1979)을 수정한 

AOAC법(AOAC, 1982)으로 측정하 다. 조단백질로는 ANRC sodium 

caseinate를 사용하 으며, α-chymotrypsin (41 units/mg solid, SIGMA), 

tryspin (14,600 BAEE units/mg solid, SIGMA)  peptidase (500 units/mg 

solid, SIGMA) 혼합효소 1 ㎖를 가하여 37℃에서 10분간 가수 분해시킨 뒤, 

Streptomyces griceus  protease (58 units/mg solid, SIGMA)로 55℃에서 10분간 

다시 가수분해 시켰을 때의 pH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 digestibility = 234.83 - 22.56X

    X: 효소 가수분해 20분후의 pH

 다. 진공동결건조 복죽의 품질특성

  1) 시료 제조

  내장을 첨가한 복죽의 품질 평가에 한 선행 연구(Lee et al., 2007)에서 이

화학 , 물성   능 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결과에 기 하여 온 은 

2%, 반 은 3%, 가루는 4%의 내장을 첨가하여 복죽을 제조하 다. 제조한 

복죽은 알루미늄 박스(200㎜× 150㎜× 35㎜)에 200 g씩 담아 진공동결기

(EYELA FDU-2000, TOKYO PIKAKIAI Co., Japan)에서 수분함량이 5% 내외

가 되도록 건조시킨 후 진공포장용 우치(vacuum packing pouch, Zero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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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Korea)로 1 pack씩 포장한 후 사용할 때까지 냉동하 다. 진공동결한 

복죽 시료를 진공포장용 우치에 1 pack씩 진공포장한 후 Co-60 감마선 조

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 100 kCi)을 이용하

여 실온에서 시간당 5 kGy의 성량률로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온 죽의 물 첨가량은 800 ml, 내장 첨가량 2%, 반 죽은 물 첨가량 1,000 

ml, 내장 첨가량 3%, 가루죽은 물 첨가량 1,200 ml, 내장 첨가량 4%로 하여 

각 복죽을 진공동결건조 시킨 후, 수화율을 80%, 85%, 90%, 95%, 100%에 

한 물리화학 , 능  특성을 평가하 다.

    진공동결  방사선 조사한 복죽의 이화학 , 물성  능  품질평가를 

한 수분첨가량에 따른 수화율은 다음 Table 4-3과 같다. 진공동결  방사선 

조사 복죽의 수화방법은 진공포장용 우치 1pack당 동결건조 시료 40 g씩 

담은 후, 원재료 복죽의 수분함량 비 100~80% 범 의 수분함량이 되도록 

75℃의 물을 첨가한 후 온 죽과 반 죽은 4분간, 가루죽은 5분간 손으로 주

물러 고루 수화되게 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Table 4-3. Amount of added water and hydration rate of freeze-dried and 

irradiated abalone porridge                         

                                                       (dry materials 10 g) 

     죽타입

복원률(%)

온쌀죽 반쌀죽 쌀가루죽

수분함량(%) 물첨가량(㎖) 수분함량(%) 물첨가량(㎖) 수분함량(%) 물첨가량(㎖)

100 80 40 85 56.67 88 73.33

95 76 31.67 80.75 41.95 83.6 50.98

90 72 25.71 76.5 32.55 79.2 38.08

85 68 21.25 72.25 26.04 74.8 29.68

80 64 17.78 68 21.25 70.4 23.78

    

* 물첨가량(g) =  수분함량(%) × 건물시료량(g)

     1-  수분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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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 조사 진공동결건조 복죽의 품질 특성

   온 , 반   가루에 내장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죽을 동결건조하여 감

마선을 10 kGy로 조사한 후, 수화율을 달리하면서 pH, 산화도, 색도 등의 이화

학  특성과 물성  특성을 연구하 다.

3. 연구결과  고찰

 가. 입자 크기, 물 첨가량  내장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품질 특성

  1) pH

  입자의 크기와 가수량을 달리한 복죽의 pH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4-2에 

나타냈다. pH는 체 으로 6.3에서 6.8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가수량이 많아

질수록 pH가 높아졌으며, 이는 Lee HJ 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입

자가 작을수록 pH는 낮아져 800 ㎖ 물 첨가 가루죽의 pH가 6.37로 가장 낮았

다. 이 결과는 Zhang et al. (2002)의 잣죽의 이화학  특성에서 pH가 6.40에서 

6.53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검정콩의 발아물을 이용한 

죽 제조의 최 화 조건에 한 연구(Lee et al., 2005)에서 100%의 로 제조한 

죽의 pH가 6.2인 결과 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2) 산화도  

  입자의 크기와 가수량을 달리한 복죽의 산화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4-1-2에 나타냈다. 산화도는 물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산화도는 낮아지는 경향

이 있었으며 반 죽이 산화도가 비교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산화도에 있어 반 으로 낮은 산화도를 나타냈고, 의 상태  물의 첨

가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나 1000 ㎖ 물 첨가 온 죽이 0.07 mg 

MDA/kg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1000 ㎖ 물 첨가 가루죽이 0.019 mg 

MDA/kg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이 결과는 잣죽의 장에 따른 이화학  성

질변화를 알아 본 실험에서 장기간 장하는 동안에도 죽의 지방산도가 낮게 나

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Zhang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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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TBARS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Shape of rice
Amount of adding 

water(㎖)
TBARS value (mg MDA/kg)  

Round rice

800 0.032±0.006b

1000 0.070±0.042a

1200 0.022±0.011ab

1500 0.020±0.012ab

Half rice

800 0.067±0.031ab

1000 0.047±0.040ab

1200 0.034±0.019ab

1500 0.038±0.005ab

Grinded rice

800 0.036±0.029ab

1000 0.019±0.008b

1200 0.028±0.012ab

1500 0.031±0.022ab

   a-b: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1-3. Color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water(㎖)

Hunter value 

L a b

 Round rice

    800 54.36±0.32d 0.71±0.11a 15.81±0.39a

   1000 54.15±0.2de 0.78±0a 15.66±0.34a

   1200 52.49±0.47f 0.41±0.38a 13.24±0.03bc

   1500 50.34±0.09g 0.08±0.05a 12.87±0.3bc

 Half rice

    800 53.12±0.34ef 0.66±0.1a 14.44±0.06ab

   1000 53.27±0.18def 0.58±0.07a 14.05±0.57ab

   1200 57.94±0.11b -2.11±0.48b 13.97±0.51ab

   1500 55.87±0.23c -2.28±0.2b 11.25±0.9cd

 Ground rice

    800 59.84±0.08a -1.64±0.04b 14.95±0.45ab

   1000 58.61±0.63b -1.96±0.05b 13.44±0.89bc

   1200 58.36±0.18b -2.36±0.02b 11.74±0.89cd

   1500 55.96±0.04c -2.34±0.01b 10.17±0.43d

a-g: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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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색도 

  내장 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색도에 한 결과는 Table 4-1-3와 같다. 명도

는 50~59의 값을 나타내었고, 가루죽이 온 죽보다 유의 (p<0.05)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더 밝은 경향을 보

인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0)와 유사하 으나 입자 크기가 흰 죽의 이화

학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연구(Yang et al., 2007a)와는 반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아미 2호와 일품벼의 마쇄시간을 달리한 흰죽의 품질특성을 비교

한 연구(Lee et al, 2005)에서 고아미와 일품벼는 명도, 색도에서 반 의 경향

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죽의 색도는 입자 크기뿐 아니라 의 품종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색도는 알이 완 할수록, 가수량이 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800 ㎖ 물 

첨가 온 죽의 색도가 0.71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1500 ㎖ 물 첨가 가루

죽의 색도가 -2.34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유의 인(p<0.05) 차이를 나타

냈다.

  황색도는 10~15의 값을 나타내었고. 알이 존재하는 죽이 가루로 제조한 

죽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색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잣죽의 제조조건이 이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Zhang et al., 2002)와 검정콩의 발아물을 이용한 죽 제조의 최 화 조건에 

한 연구(Lee et al., 2005)에서 황색도 값이 2~7정도인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결과를 보 다.

  4) 물성 변화 

  복죽의 물성에 한 결과는 Table 4-1-4에 제시하 다. 조성과 견고성은 

온 죽이 가루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물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조성은 크

게 감소하 다(p<0.05). 조성과 견고성의 최고값은 37108(g․s), 1025(g)로 800 

㎖ 물 첨가 온 죽에서 나타났고, 최 값은 1500 ㎖ 물 첨가 가루죽에서 각각 

1145(g․s), 37(g)의 값을 나타내었다. 도  응집성 한 가루로 제조한 죽

이 알이 존재하는 죽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입자가 작아질수록 물성 특성

이 감소되는 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쇄시간을 달리한 일품벼의 도 측정 

결과와 일치하 으나 같은 연구의 고아미 2호의 결과(Lee et al., 2005) 와 Yang 

et al. (2007a)의 연구 결과와는 달랐는데, 이는 의 품종이 다른 것과 다른 측

정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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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유의 (p<0.05)으로 감소하 으며, 이는 고형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도

가 증가한 Yang et al. (2007a)과 Lee et al. (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도와 응집성은 1500 ㎖ 물 첨가 가루죽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800 ㎖ 물 

첨가 온 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능평가 

  입자 크기와 수분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1-6와 같다. 색상에 한 능평가 수는 1200 ㎖ 물 첨가 반 죽이 제일 높

았으며, 800 ㎖ 물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았다(p<0.05). 도에 한 능평가 

수는 1200 ㎖ 물 첨가 반 죽이 가장 높았으며 1500 ㎖ 물 첨가 온 죽과 800 

㎖ 물 첨가 가루죽이 유의 (p<0.05)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능 수가 

낮은 복죽의 기계  물성측정 결과는 시료들 에서 도가 가장 높거나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이었다. 

  능평가 수가 가장 좋은 1000 ㎖ 물 첨가 반 죽의 기계  도 측정 결과

는 -7436.22 g․s 이었는데 이는 제품 개발 시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냄새, 질감  맛에 한 능평가 수 모두 각 시료 간에 유의 (p<0.05)

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색상을 제외한 모든 능 특성에서 1000 ㎖ 물 첨가 반

죽이 가장 높은 능평가 수를 나타냈고, 총 에서도 가장 능평가 수가 

높았다. 질감에서 낮은 능평가 수를 보인 죽은 1500 ㎖ 물 첨가 온 죽과 

800 ㎖ 물 첨가 가루죽 이었는데, 이는 성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맛에서 낮은 능평가 수를 보인 죽은 1500 ㎖ 물 첨가 온 죽과 1500 ㎖ 물 

첨가 가루죽 이었는데, 이는 물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복의 감칠맛이 약해

진 것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아 미죽의 최  제조 조건에 한 연구(Han et al., 2004)에서 능특성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발아 미에 한 물의 비율이었으며 최 비율

은 8.26배이었으며 검정콩 발아물을 이용한 죽 조리 조건의 최 화에 한 연구

(Lee et al., 2005)에서  30%, 발아콩 70%의 경우 최  가수량은 량의 9배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복죽의 경우 온 군에서 능 특성 평가 총 이 가장 

좋은 죽의 물 첨가량은 800 ㎖(  량의 6.0배)이었으며, 반 군은 1000 ㎖(  

량의 7.4배), 가루군은 1200 ㎖(  량의 8.9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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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Texture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water(㎖)

Consistency(g․s) Viscosity(g․s) Firmness(g) Cohesiveness(g)

 Round  
 rice

   800 37108.17±2258.37a -18478.79±467.30g 1025.33±46.71a -724.37±29.14e

  1000 22726.54±3177.27b -12335.17±1984.82f 658.63±20.68bc -452.9±91.31d

  1200 15183.74±905.36cd -8259.72±19.03e 486.84±10.63de -274.08±10.35c

  1500 16962.07±2905.49bcd -4500.66±1034.49cd 797.4±55.75b -271.31±51.89c

 Half   
 rice

   800 19862.51±965.16bc -14660.84±313.99f 599.44±61.44cd -448.41±33.81d

  1000 11416.43±1808.74de -7436.22±1245.04de 337.68±57.99ef -209.54±33.54bc

  1200 6436.21±77.24efg -4111.42±228.67bc 194.82±13.72fgh -101.51±5.60ab

  1500 3731.99±502.19fg -1943.58±396.79ab 169.75±7.10ghi -46.05±6.03a

 Ground 
 rice

   800 8545.38±180.92ef -5673.19±15.55cde 266.48±19.39gf -143.88±1.78abc

  1000 3159.72±179.59fg -2030.74±24.99ab 157.08±61.65ghi -45.14±1.45a

  1200 1513.17±165.74g -775.98±96.08a 54.94±8.62hi -20.25±0.31a

  1500 1145.39±4.22g -417.39±3.09a 37.74±2.88i -15.98±0.01a

a-i: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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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6. Sensory evaluation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amount of added water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water(㎖)

Color Viscosity Flavor Texture Taste   Total

 
Round 
 rice

  800 5.75±1.01bc1) 5.45±1.05cd 6.80±0.89cd 6.75±0.85de 7.20±0.89ef 6.45±0.70de

  1000 5.95±1.09bc 5.70±1.62cde 6.65±0.87cd 6.65±1.42de 6.65±0.98def 6.33±0.98de

  1200 6.00±1.16bc 4.50±1.14b 6.40±1.23abcd 5.75±1.16c 5.60±1.04bc 5.60±0.72bc

  1500 5.60±1.23b 3.50±1.27a 5.80±1.00a 4.70±1.38ab 4.50±1.43a 4.73±.98a

 Half 
rice

  800 5.60±1.23b 5.30±1.21c 6.60±0.99bcd 6.90±1.20e 7.30±0.97f 6.44±0.92de

  1000 6.50±1.10cd 6.90±1.11f 6.95±0.82d 7.15±1.18e 7.45±0.88f 7.07±0.69f

  1200 6.80±1.10d 6.40±0.99ef 6.75±0.91cd 6.70±1.26de 6.85±1.49def 6.70±0.93ef

  1500 5.85±1.38bc 4.45±1.50b 6.15±1.04abc 5.20±1.32bc 5.00±1.37ab 5.26±1.05ab

 
Groun

d 
 rice

  800 4.70±0.97a 3.80±1.32ab 6.55±1.09bcd 4.30±1.45a 6.40±1.46cde 5.12±0.90ab

  1000 5.95±0.88bc 5.35±1.22cd 6.70±1.08cd 5.40±1.35bc 6.30±1.21cd 5.91±0.78cd

  1200 6.45±0.99cd 5.95±1.05cde 6.35±0.74abcd 6.00±1.12cd 6.15±1.49cd 6.14±0.64cde

  1500 6.40±1.09bcd 6.20±1.19def 5.90±1.16ab 6.00±1.29cd 5.20±1.28ab 5.85±0.85cd

   F-value  4.870*   14.227*   2.593*   10.540*   12.075*   12.915*

1) Mean based on evaluation of 14 panel, 2 replication of study, and score from 1 to 

9

2) a-fMean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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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장 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품질특성

  1) 내장첨가량에 따른 pH 변화

  복의 내장 첨가량을 달리한 죽의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2-1과 같다. 

체 으로 pH 6.62~6.76의 값을 보여 입자 크기와 내장 첨가량에 따른 차이

에서,  내장 5% 첨가 가루죽이 유의 (p<0.0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외

의 복죽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반 죽과 가루죽은 내장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pH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결과는 잣죽에 한 연구

(Zhang et al., 2002)에서, 잣죽의 pH가 6.40~6.53 이고 검정콩의 발아물을 이용

한 죽 제조 연구(Lee et al., 2005)에서 100%의 로 제조한 죽의 pH가 6.2인 결

과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Table 4-2-1. pH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ing viscera 

(%)
pH  

Round rice 

1 6.67±0.01ab

2 6.72±0.03ab

3 6.75±0.01a

4 6.72±0.02ab

5 6.71±0.03ab

Half rice 

1 6.74±0.01a

2 6.75±0.01a

3 6.76±0.01a

4 6.75±0.05a

5 6.68±0.08ab

Ground rice 

1 6.69±0.02ab

2 6.65±0.01ab

3 6.67±0.00ab

4 6.69±0.01ab

5 6.62±0.02b

a-b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내장첨가량에 따른 산도 변화

  내장의 첨가 정도에 따른 복죽의 제조 후 산화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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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와 같다. 반 으로 낮은 산화도를 보 으며 내장 4% 첨가 온 죽

에서 0.079 mg MDA/kg의 가장 높은 산화도를 나타냈고, 내장 3% 첨가 가루

죽에서 0.024 mg MDA/kg의 가장 낮은 산화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 되는 크림, 쇠고기, 양송이, 옥수수 분말수 들에 한 연구(Kim KH 등, 

2006)에서 지방산패도가 2.23~5.55 범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치

이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인스턴트 분말수  시료를 열풍 건조하는 과정과 평

균 1년 6개월 정도의 긴 유통기한 동안 지방 산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본 

실험에서는 제조 즉시 산화도를 측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2-2. TBARS value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ing viscera(%)
 TBARS value (mg MDA/kg )  

Round rice 

1 0.057±0.010abcd

2 0.037±0.006bcd

3 0.074±0.015ab

4 0.079±0.011a

5 0.076±0.010a

Half rice 

1 0.053±0.000abcd

2 0.047±0.017abcd

3 0.030±0.002cd

4 0.066±0.016abc

5 0.047±0.014abcd

Ground rice 

1 0.034±0.010cd

2 0.034±0.000cd

3 0.024±0.000fd

4 0.052±0.030abcd

5 0.049±0.002abcd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색도

  내장 첨가량에 따른 복죽의 색도에 한 결과는 Table 4-2-3와 같다. 명도

의 경우, 53~57의 값의 범 를 보 고 내장 1% 첨가 온 죽이 가장 높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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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내장 2% 첨가 가루죽이 유의 (p<0.05)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한 온 죽은 내장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명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색도는 온 죽이 가루죽보다 높게 나타났고 내장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색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내장 2% 첨가 온 죽이 가장 높은 색도를 보

고, 내장 5%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은 색도를 보 으며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황색도는 내장 첨가량에 따라 유의 (p<0.05)으로 높아지는 결

과를 보 다. 이는 복죽에 한  Yang et al. (1996)의 연구에서 황색도

(12.14~20.82)가 높아질수록 체 인 능 수와 부의 계를 보 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내장의 첨가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특히 황색도에서 문제가 되어 

첨가량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2-3. Color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ing 

viscera(%)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Round rice 

1 57.12±0.93a 1.99±0.34ab 5.08±0.38fg

2 56.00±1.64abc 2.21±1.09a 7.37±0.98def

3 56.13±0.81abc 1.66±0.71abc 9.74±0.88abcd

4 54.54±2.18abc 1.76±0.74abc 9.69±0.22abcd

5 53.65±0.53c 1.90±0.46abc 10.60±1.77ab

Half rice 

1 56.82±0.61ab 1.44±0.28abc 4.69±0.58g

2 56.15±0.47abc 1.22±0.38abc 7.35±0.37def

3 54.89±0.77abc 1.13±0.07abc 8.03±1.01bcde

4 54.63±0.71abc 0.95±0.07abc 10.49±1.01ab

5 55.33±0.68abc 1.19±0.28abc 10.36±1.75abc

Ground rice 

1 54.20±0.18bc 1.08±0.10abc 3.81±0.14g

2 53.92±0.08c 1.06±0.05abc 5.76±0.23efg

3 54.92±0.31abc 0.88±0.01abc 7.79±0.30cde

4 54.37±0.46bc 0.89±0.09abc 9.41±0.59abcd

5 54.79±0.22abc 0.60±0.12c 11.14±0.12a

a-g: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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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물성평가

  복죽의 물성에 한 결과는 Table 4-2-4에 제시하 다. 물성  조성은 

1592~6353, 성은 -15625~-711, 견고성은 51~1087, 그리고 응집성은 -701~-19사

이의 값을 보 다. 입자 크기에 따른 물성의 차이에서 조성, 성,견고성과 

응집성 모두 온 죽에서 유의 (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자 크기에 

따른 죽에 한 연구(Yang et al., 2007a)에서 온 , 반   가루로 제조한 

죽의 도 측정 시,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 다. 

  내장 첨가량에 따른 물성에서는 온 의 견고성이 내장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p<0.05)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Yanh et al. (1996)은 복 

내장의 첨가량(4~12%)이 증가할수록 도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

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내장 첨가 수 (1~5%)이 물

성에 유의  차이를 나타낼 만큼의 수 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료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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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4. Texture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ing 

viscera(%)

Consistency Viscosity Firmness Cohesiveness

Round 

rice 

1 36353.66±1230.54a -14959.39±1527.55d 1086.61±3.42a -701.22±43.25c

2 35870.04±4315.93a -14682.12±380.67d 970.29±104.7ab -633.45±45.98c

3 33595.53±822.26a -14003.21±948.77d 938.7±38.60ab -596.38±11.08c

4 34071.07±274.71a -15625.07±1706.67cd 967.68±16.40ab -639.42±2.76c

5 31699.76±2248.75a -15467.47±1161.44d 863.98±75.42b -593.47±48.17c

Half rice 

1 15162.34±1316.89b -10078.34±1049.90b 459.03±2.09c -295.17±42.23b

2 14744.43±80.58b -10130.82±185.75b 423.26±3.06c -328.31±14.51b

3 13485.23±801.74b -9609.79±792.49b 393.85±9.94c -310.39±42.12b

4 14869.12±177.20b -10633.3±760.29bc 424.83±12.42c -334.13±17.11b

5 13795.48±1644.80b -9623.62±1449.24b 393.93±65.13c -318.14±63.81b

Ground 

rice

1 1685.51±14.34c -711.55±33.84a 58.00±2.67d -19.71±0.38a

2 1592.86±26.04c -740.93±131.19a 54.36±10.39d -20.22±2.08a

3 1990.16±212.81c -1236.73±74.92a 96.86±10.61d -28.19±2.34a

4 1985.79±142.42c -1181.01±39.74a 76.2±11.68d -28.27±0.59a

5 1718.19±145.15c -920.23±59.65a 51.37±1.54d -22.39±2.29a

a-e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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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의 가수분해율 

  내장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죽의 분 가수분해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2-5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분 가수분해율은 19.08~23.35 ㎎

maltose 범 로 나타났는데, 이는 Shin (2006)의 연구에서 멥 죽의 소화율이 

31.86±0.85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결과이다. 이는 복죽 제조 시 

첨가한 참기름과 내장의 지방과 분 간의 amylose-lipid complex 형성하여 

분 분해 효소의 작용을 해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 입자 크기와 내장첨가량에 따른 분의 가수분해율은 내장 1% 첨가 

가루죽이 23.35±0.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장 5% 첨가 온 죽이 

19.08±0.32으로 가장 낮았다(p<0.05). 입자 크기에서 가루죽이 온 죽에 비

해 분의 가수분해율이 유의 (P<0.05)으로 높게 나타나, Yang et al. (2007a)

의 연구에서 입자가 작을수록 도와 환원당 생성이 증가하는 등 호화가 잘 되

었으며 소화율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한 내장첨가량에서 온

, 반  그리고 가루 복죽 모두에서 내장 1% 첨가죽에 비해 내장 5% 첨가

죽의 분 가수분해율이 유의 (p<0.05)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내장의 첨가

량이 많을수록 내장의 지방과 분 간의 amylose-lipid complex 형성이 많아지

고 형성된 amylose-lipid complex는 분입자의 팽윤을 해하고 분의 소화율

을 하시킨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복죽의 분 가수분해율은 입자가 클수록, 내장의 첨가량이 많

을수록 감소하 고, 반 로 입자가 작을수록, 내장 첨가량이 을수록 분해율

이 증가하는 일 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

은 부 에서 효소의 작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지며, 내장 첨가

량이 많을수록 분 가수분해율이 감소된 것은 분의 amylose와 내장의 지방, 

무기질 등의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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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5. Degree of starch hydrolysis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
Degree of starch

hydrolysis (㎎ maltose)

Round rice

1 21.31±0.59d

2 20.64±0.33c

3 19.79±0.38b

4 19.58±0.53b

5 19.08±0.32a

Half rice

1 22.07±0.38fg

2 21.94±0.35ef

3 21.71±0.31def

4 21.57±0.50de

5 21.42±0.45d

ground rice

1 23.35±0.59i

2 22.59±0.50h

3 22.41±0.49gh

4 22.11±0.36fg

5 22.00±0.38efg

F-value 64.173* 

a-i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6) 단백질 가수분해율

  내장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복죽의 단백질 가수분해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2-6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복죽의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82.83~85.76 % 범 로 나타나 Shin (2006)의 연구에서 멥 죽의 소화율(82.20%)

과 Park(2006)의 연구에서 닭가슴살(79.24%)과 닭다리살(83.01%)의 소화율 보다 

높거나 유사한 결과이다. 복죽의 단백질은  단백질(  140g, 단백질 함량 

2g/ 100g)과 복의 단백질( 복 35g, 단백질 함량 15g/ 복100g)로 구성되는

데, 복죽의 단백질 소화율이 죽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복 단백질의 높은 

소화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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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 크기에서 온  복죽이 가루죽에 비해 유의 (p<0.05)으로 높은 단

백질 가수분해율을 보여 입자 크기가 클수록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증가하여 

분의 가수분해율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입자가 작을수록 

복죽의 단백질 소화율이 낮아진 이유는 더 많은 amylose가 용출되어 복죽의 

단백질과 단백질 분해효소가 하는 것을 공간 으로 해하 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한 내장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 가수분해율을 살펴보면, 가루죽에서만 내

장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유의 (p<0.05)으로 감소하여 

분의 가수분해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복죽에 첨가되는 내장

은 단백질의 소화작용을 약하게 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체 으로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가장 높은 복죽은 내장 1% 첨가 온 죽

(85.76±0.46)이었으며, 가장 낮은 죽은 내장 5% 첨가 가루죽(82.83±0.5)으로 나

타나 입자가 크고 내장 첨가량이 을수록 단백질 가수분해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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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6. Degree of protein hydrolysis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
Degree of protein

hydrolysis (%) 

Round rice

1 85.76±0.46f

2 85.88±0.46f

3 85.54±0.46ef

4 85.09±0.28de

5 85.32±0.49ef

Half rice

1 84.58±0.18cd

2 84.41±0.21bc

3 84.64±0.21cd

4 84.19±0.50bc

5 84.13±0.31bc

ground rice

1 84.08±0.21bc

2 84.02±0.53bc

3 84.13±0.18bc

4 83.90±0.25b

5 82.83±0.50a

F-value 18.922*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7) 능 평가

  입자 크기와 내장첨가량에 따른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2-7과 

같다. 내장첨가량을 달리한 복죽의 체 인 능 수를 살펴보면, 내장 1% 

첨가 온 죽과 내장 3% 첨가 반 죽이 높은 수를 보 고 내장 1% 첨가 가

루죽이 가장 낮은 수를 보 으며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냈다. 가루 

입자 형태에서는 온 죽과 반 죽은 내장 첨가량과 상 없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00  이상 이었으나 가루죽은 반 으로 능 수가 낮게 

나타났다. 

  각 능특성에 한 능 수를 살펴보면, 외 은 3%와 4%의 내장 첨가 반

죽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내장 2%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은 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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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냈다. 식 냄새에서는 내장 5% 첨가 온

죽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내장 5%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은 수를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질감은 내장 2% 첨가 온 죽, 내장 

3%, 4%, 5% 첨가

Table 4-2-7. Sensory evaluation of several types of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viscera contents                                      

Shpae 
of rice

　
Color

Odor efore 
eating

Texture
 Odor after

eating
Taste Total

Round
rice

1% 5.45±1.43ab 6.10±1.11 6.50±1.14bcde 6.50±0.94bc 6.40±1.04cd 6.19±0.66bcde

2% 6.20±1.28abcd 6.55±0.94 7.05±1.14e 6.85±1.08c 6.75±1.11cd 6.70±0.93e

3% 6.40±0.82cd 6.25±1.16 6.55±1.39cde 6.30±1.17abc 6.55±1.14cd 6.39±0.86cde

4% 6.15±0.98abcd 6.55±0.99 6.70±0.80de 6.60±1.18c 6.45±1.19cd 6.47±.0.75cde

　 5% 5.50±1.39ab 6.70±0.97 6.55±0.99cde 6.35±1.34abc 6.70±1.03cd 6.37±0.87cde

Half
rice

1% 5.60±1.72abc 6.30±0.97 6.45±1.05bcde 6.45±1.09abc 6.15±1.34bcd 6.17±0.84bcde

2% 5.90±1.37abcd 6.05±0.99 6.35±0.87bcde 6.50±0.94bc 6.50±0.88cd 6.25±0.64bcde

3% 6.65±1.08d 6.35±1.13 7.05±1.14e 6.60±0.99c 6.60±0.99cd 6.65±0.85e

4% 6.60±0.59d 6.30±1.12 6.80±0.95e 6.55±1.05c 6.85±1.04d 6.60±0.79de

　 5% 5.85±1.04abcd 6.30±1.12 7.10±1.25e 6.05±1.46abc 6.40±1.14cd 6.36±0.91cde

Ground 
rice

1% 5.50±1.57ab 5.95±1.19 5.50±1.39a 5.65±1.04a 5.25±1.11a 5.50±0.97a

2% 5.35±0.98a 6.10±1.29 5.80±1.19abc 5.70±1.03ab 5.55±1.14ab 5.67±0.90ab

3% 5.80±1.00abcd 5.95±0.94 5.85±1.13abc 6.15±0.98abc 6.00±1.12bc 5.90±0.76abc

4% 6.25±1.06bcd 6.25±0.91 5.70±1.45ab 6.50±1.14bc 6.15±1.30bcd 6.18±0.99bcde

　 5% 6.15±1.08abcd 5.85±1.22 5.90±0.96abcd 6.15±1.04abc 6.15±0.74bcd 6.00±0.77abcd

F value 2.501* 1.003 4.217* 1.812* 3.202* 3.354*

1) Mean based on evaluation of 14 panel, 2 replication of study, and score from 1 to 

9

2) a-e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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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죽이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고 내장 1%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은 수

를 보 으며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냈다. 식후냄새는 내장 2%, 4% 첨가 

온 죽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내장 1% 첨가 가루죽이 가장 낮은 수를 

보 으며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냈다. 맛은 내장 4% 첨가 반 죽이 내장 

1% 2%, 3%  첨가 가루죽보다 유의 (p<0.05)으로 높은 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온 죽과 반 죽은 가루죽 보다 질감, 맛  체 인 능 수

에서 유의 (p<0.05)으로 높은 수를 보 는데, 이는 도가 높으며 감칠맛이 

많을수록 복죽의 기호도가 상승한다는 연구(Yang et al., 1996)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러나 기계  도와 응집성이 높게 나타난 가루죽은 기호도

가 낮고 조성과 경도가 높은 온 죽과 반 죽은 질감에서 높은 수를 보임으

로써 가루로 제조하여 입안에서 씹히는 입자가 없고 성과 응집성이 높은 

복죽은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능평가 결과를 통해 3가지 입자 크기에 따른 최 의 내장첨가량을 

살펴보면, 온 은 2%, 반 은 3%, 가루는 4%의 내장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

죽이 능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 내장을 각각 4%, 8%, 12%

씩 첨가한 복죽에 한 기계  검사와 능평가에서 내장 4% 첨가 시 기호도

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Yang et al. (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다. 진공동결건조 복죽의 품질특성

  1) pH

  진공동결 건조한 복죽에 수화율을 달리한 후 pH 측정한 결과는 Table 

4-3-1과 같다. pH는 6.74~6.90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입자 크기에 

따라  가루죽이 온 죽과 반 죽 보다 유의 (p<0.05)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수화율이 100%일 때 가장 높은 pH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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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pH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M±SD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pH

Round rice(2%)

80 6.78±0.01cd

85 6.78±0.01cd

90 6.76±0.01d

95 6.74±0.01d

100 6.75±0.01d

Half rice(3%)

80 6.76±0.07d

85 6.82±0.01abcd

90 6.80±0.01bcd

95 6.79±0.01bcd

100 6.81±0.01bcd

Grinded rice(4%)

80 6.87±0.02ab

85 6.85±0.00abc

90 6.87±0.01ab

95 6.88±0.02ab

100 6.90±0.02a

  

a-d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산화도

  동결 건조된 복죽에 수화율을 달리하여 산화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3-2와 같다. 수화율에 따른 산화도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내

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루죽의 산화도 값이 온 죽과 반 죽 보다 높은 경

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내장에 포함된 지질의 함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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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 TBARS value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balone porridges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TBARS value (mg MDA/kg) 

Round rice(2%)

80 0.051±0.012

85 0.035±0.005

90 0.036±0.002

95 0.040±0.032

100 0.049±0.020

Half rice(3%)

80 0.081±0.079

85 0.048±0.003

90 0.054±0.005

95 0.074±0.003

100 0.037±0.003

Grinded rice(4%)

80 0.095±0.020

85 0.100±0.018

90 0.062±0.005

95 0.064±0.003

100 0.058±0.003

  

                                                               

  3) 색도

  동결 건조된 죽에 수화율을 달리한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3-3과 

같다. 명도는 가루로 제조한 죽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가루

죽의 경우 첨가된 내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온 죽

과 반 죽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색도는 온 죽이 2.12~2.57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루죽이 가장 낮은 색도를 보 다. 명도와 색도

는 수화율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는 반 으로 수화율이 낮

을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가루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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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3. Color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L a b

Round rice
(2%)

80 58.08±0.73c 2.18±0.21a 13.45±0.98e

85 58.92±0.48bc 2.37±0.55a 13.31±0.52e

90 59.85±0.15ab 2.24±0.10a 12.12±0.72ef

95 60.75±0.10a 2.57±0.37a 12.93±0.45e

100 60.01±0.65ab 2.12±0.29ab 10.85±0.13f

Half rice
(3%)

80 58.43±0.32c 1.28±0.18cde 21.76±0.90a

85 60.06±0.54a 1.48±0.02bc 18.09±1.60cd

90 60.37±0.16a 1.26±0.15cde 17.52±0.52cd

95 60.30±0.19a 1.45±0.12cd 16.51±0.38d

100 58.57±0.38c 1.28±0.09cde 13.35±0.21e

Grinded rice
(4%)

80 54.71±0.40ef 0.81±0.13def 22.66±0.41a

85 55.84±0.17de 0.84±0.08cdef 21.93±0.33a

90 56.50±0.17d 0.90±0.16cdef 20.65±0.82ab

95 55.83±0.30de 0.64±0.08ef 19.06±0.48bc

100 54.61±0.11f 0.40±0.13f 16.47±0.41d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 물성 평가

  동결건조된 죽에 수화율을 달리하여 조성, 성, 견고성, 응집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3-4와 같다. 조성은 수화율이 을수록 유의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온 로 제조한 죽의 경우 반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성

과 응집성도 조성과 마찬가지로 수화율이 닞을수록 유의 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역시 온 로 제조한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견고성도 온

로 제조한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수화율이 낮을수록 유의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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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4. Texture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Consistency (g․s) Viscosity (g․s) Firmness (g) Cohesiveness 
(g)

Round rice
(2%)

80 55254.09±2872.78a -26816.46±7427.20e 1639.57±24.69a -1093.01±15.87g

85 27020.23±3823.42bc -14562.77±1165.27cd 805.95±19.16bc -540.59±96.36ef

90 19180.21±1576.76cd -11162.34±541.81bcd 570.03±31.13cd -402.35±7.46de

95 13128.88±3389.25de -6644.29±1551.15abc 422.31±95.50de -215.97±56.48bc

100 14277.57±3690.32de -2797.87±511.42ab 976.68±51.54b -214.45±50.36bc

Half rice
(3%)

80 34802.19±2136.22 -17007.82±2455.11d 1003.06±167.74b -586.13±13.74ef

85 27919.36±5071.17bc -14905.77±3619.3cd 781.4±90.56bc -637.84±111.27f

90 12978.23±278.97de -8058.03±770.82Abcd 387.58±4.49def -267.97±31.14cd

95 4804.96±1055.94ef -2762.88±442.58ab 154.88±40.53efgh -68.4±14.89ab

100 2108.23±72.99f -1077.84±272.01a 79.18±0.44gh -24.45±3.29a

Grinded rice
(4%)

80 14641.51±3388.53de -9716.43±2488.23abcd 439.06±153.96de -281.55±54.35de

85 9100.15±45.79ef -6039.11±572.01abc 365.4±83.22defg -174.12±6.77bc

90 2837.44±504.79f -1925.38±194.58ab 92.47±31.95fgh -44.84±10.45ab

95 1100.34±234.93f -474.35±114.29a 35.54±7.21h -14.48±1.55a

100 785.82±62.3f -192.81±5.4Aa 20.23±1.23h -11.83±0.64a

 a-g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5) 능 평가

  세 가지 수 (90%, 95%, 100%)으로 수화시킨 진공 동결건조 복죽의 능평

가 결과는 Table 4-3-5와 같다. 색상에 한 평가 결과 100% 수화시킨 온  

복죽의 능 수(5.91±1.04)가 가장 높았으며, 90% 수화 시킨 가루 복죽의 

수(4.13±1.09)가 가장 낮았다(p<0.01). 도는 95% 수화시킨 반  복죽의 

능 수가 가장 높았으며(6.43±0.94), 95% 수화시킨 온  복죽(5.78±0.85)과 

100% 수화시킨 온  복죽(5.73±1.17)도 비슷한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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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3-5. Sensory evaluation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balone 

porridges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Hydratio
n 

rate(%)
Color Viscosity Flavor Thickness Texture Taste Acceptability Total

Round 
rice

90 5.43±1.23b 5.21±1.53bc 6.21±1.34b 6.00±1.38bcd 5.56±1.40bc 6.60±1.11d 5.91±1.16de 5.85±0.95c

95 5.56±1.30b 5.78±0.85cd 6.13±1.35b 6.08±0.99cd 5.30±1.22abc 5.95±1.14cd 5.91±0.90de 5.81±0.76c

100 5.91±1.04b 5.73±1.17cd 5.65±1.49ab 5.26±1.00bc 5.3±1.26abc 5.73±1.09c 5.39±1.07bcd 5.57±0.80bc

Half  
rice

90 5.13±1.45b 5.56±1.53c 6.08±1.44ab 6.56±1.53d 6.04±1.49c 6.21±1.16cd 6.13±1.32e 5.96±1.05c

95 5.30±1.76b 6.43±0.94d 5.30±1.69ab 6.34±1.11d 5.91±1.62bc 5.56±1.56bc 5.60±1.33cde 5.78±1.13c

100 5.52±1.12b 4.69±1.14ab 5.17±1.19a 4.39±1.07a 5.13±1.09ab 4.91±1.37ab 4.82±0.98ab 4.95±0.73a

Ground 
rice

90 4.13±1.09a 5.43±1.50bc 5.65±1.07ab 5.17±1.72b 5.21±1.08abc 5.82±0.98c 5.17±1.07bc 5.22±0.81ab

95 5.34±1.02b 5.95±1.26cd 6.04±1.18ab 5.95±1.33bcd 5.86±0.91bc 5.95±0.92cd 5.60±0.89cde 5.81±0.66c

100 5.56±1.12b 4.26±1.42a 5.17±1.61a 4.30±1.52a 4.56±1.53a 4.82±1.07a 4.26±1.09a 4.70±0.85a

F-value 3.565** 6.034** 2.129* 8.958** 2.878** 5.474** 6.640** 6.110**

1) Mean based on evaluation of 14 panel, 2 replication of study, and score from 1 to 

9

2)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 p<0.05 ** p<0.01

  반면, 100% 수화시킨 가루 복죽은 가장 낮은 수(4.26±1.42)를 나타내었

다(p<0.01). 냄새에 한 평가는 수화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90% 

수화시킨 온  복죽이 가장 높은 수(6.21±1.34)를 나타냈다(p<0.05). 질감에 

한 평가 결과 90% 수화시킨 반  복죽(6.04±1.49)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100% 수화시킨 가루 복죽(4.56±1.53)이 가장 낮았다(p<0.01).

  맛은 90% 수화시킨 온  복죽(6.60±1.11)이 가장 좋았고 100% 수화시킨 

가루 복죽(4.82±1.07)이 가장 낮았다(p<0.01). 총 은 90% 수화시킨 반  복

죽이 가장 높았으며(5.96±10.5),  이는 같은 재료(반 , 물첨가량 1000 ㎖, 내장량 

3%)로 제조 직후 능 검사를 실시한 복죽의 기호도가 6.65±0.85인 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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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다소 낮은 값이었다. 가장 낮은 총 을 보인 복죽은 100% 수화시킨 

가루 복죽(4.70±0.85)이었는데, 반 으로 가루를 수화시킨 복죽의 

능 평가 수가 모든 수화율(90%, 95%, 100%)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반 죽과 

온 죽은 90%와 95% 수화시킨 복죽이 비교  높은 능 평가 수를 받았다. 

 라. 방사선 조사 진공동결건조 복죽의 품질 특성

   온 , 반   가루에 내장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죽을 동결건조하여 감

마선을 10 kGy로 조사한 후, 수화율을 달리하면서 pH, 산화도, 색도 등의 이화

학  특성과 물성  특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H

  동결건조된 복죽에 방사선을 10 kGy로 조사한 후 수화하여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4-1과 같다. 입자 크기와 수화율에 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pH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죽의 pH가 6.74~6.90을 나타내었는데 반해 방사선 조사 후 6.61~6.72로 약

간 감소하 으며 다른 군에 비해 가루죽의 pH 변화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옹근죽(Yang et al., 2007)과 밥(Lee et al., 2004)

의 pH가 모두 낮아진 결과와 유사하 으며 특히 통 죽, 반 죽 그리고 가루

죽에 해 방사선 조사한 연구(Yang et al. 2007a) 결과에서 가루죽의 pH 변

화가 다소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 다. 이처럼 방사선 조사 후 pH가 낮아지는 

이유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H와 ·OH free radical이 glycosidic 결합의 

분해를 진시켜 이의 분해산물로 생성된 COOH 때문이라는 보고(Lee et al., 

2004)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산화도

  동결건조된 복죽에 방사선을 10 kGy로 조사한 후 수화하여 산화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4-4-2와 같다. 체 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복죽의 산화도는 

0.203~0.420 mg MDA/kg으로 나타나 시 되는 크림, 쇠고기, 양송이, 옥수수 분

말수 들에 한 연구(Kim et al., 2006)에서 감마선 조사한 4가지 수 의 산화

도가 3.74~6.89의 범 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로 건물 100g당 11.3g의 지질을 

포함하는 수 에 비해 복죽의 지질 함유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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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1. pH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nd irradiated
1)
 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pH

Round rice
(2%)

80 6.63±0.01def

85 6.62±0.02ef

90 6.61±0.01f

95 6.61±0.00f

100 6.66±0.02def

Half rice
(3%)

80 6.61±0.00f

85 6.67±0.01bcd

90 6.66±0.01def

95 6.63±0.02def

100 6.64±0.00def

Grinded rice
(4%)

80 6.72±0.00a

85 6.71±0.01abc

90 6.71±0.00ab

95 6.71±0.01abc

100 6.66±0.01cde

¹)10 kGy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입자크기에 따른 산화도를 살펴보면, 반 로 제조한 죽의 경우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온 은 수화율이 을수록, 반 과 가루는 수화율이 높을수

록 산화도값이 유의 (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 과 가루의 경우, 

의 입자가 작을수록 공기와 하는 면이 증가하여 산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할 수 있겠다. 한 감마선 조사한 복죽의 산화도에 비해 비조사구인 

복죽의 산화도(Table 3-2)가 0.035~0.1 mg MDA/kg으로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

는 4종류의 시 분말수 에서(Kim et al., 2006) 감마선을 비조사한 수 에 비해 

조사구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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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2. TBARS value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nd irradiated
¹)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 TBARS value (mg MDA/kg) 

Round rice
(2%)

80  0.337±0.005bc

85 0.365±0.010b

90 0.351±0.002b

95 0.304±0.008cd

100 0.257±0.002ef

Half rice
(3%)

80 0.245±0.002fg

85 0.235±0.017gh

90 0.275±0.007ef

95 0.346±0.003bc

100 0.420±0.010a

Grinded rice
(4%)

80 0.203±0.002h

85 0.250±0.007gf

90 0.300±0.000de

95 0.360±0.005b

100 0.362±0.007b

¹)10 kGy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색도

    동결건조한 죽에 감마선을 10 kGy로 조사한 후 수화율을 달리하여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4-3과 같다. 명도의 경우, 가루죽이 반 죽과 온 죽

에 비해 유의 (p<0.05)으로 낮은 값을 보여 동결건조 복죽의 결과와 유사하

으며, 수화율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색도의 경우, 반 로 제

조한 복죽이 온 죽과 가루죽에 비해 유의 (p<0.05)으로 높은 값을 보 으

며 수화율에 을수록 색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동결건조 복

죽에서 온 죽의 색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황색도의 

경우에서도 반 로 제조한 복죽이 온 죽과 가루죽에 비해 유의 (p<0.05)

으로 높은 값을 보 으며 수화율이 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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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색도의 변화를 비조사구(Table 4-3-3)와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명도의 경우, 감마선을 조사 복죽의 명도가 55.92~59.21의 범 로 나

타나 비조사구의 54.61~60.75에 비해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색도의 경우, 

감마선을 조사한 온  복죽의 색도는 0.95~1.46으로 나타나 비조사구의 

2.12~2.57에 비해 감소하 으나, 감마선을 조사한 반 죽(1.55~2.06)과 가루죽

(0.91~1.38)은 비조사 반 죽(1.26~1.48)과 가루죽(0.40~0.90)에 비해 감마선 조

사 후 색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도의 경우 온 죽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황색도의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며, 반 죽과 가루죽에서는 감

마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황색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감마선을 조사한 밥(Lee et al., 2004)과 시  분말잣죽

(Yook et al., 2004)에 한 연구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감소하고 

황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Kim et 

al. (2006)의 연구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분말수 에서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하고 

색도는 증가하 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Jo et al., (2003)

의 연구에서도 녹차추출액에 한 감마선 조사 후 색도변화를 찰한 결과, 건

조녹차잎을 70% 에탄올 용액으로 추출하여 감마선을 조사하면 명도가 증가하고 

색도와 황색도는 감소하여 체 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식품의 갈변도가 

증가하여 흰색의 분식품의 경우 원래의 색택이 변화됨으로써 식품의 가치가 

하된다고 보고한 상당수의 연구(Lee et al., 2004 ; Yook et al., 2004) 결과에

서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체 으로 색택의 변화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의 색은 기호성과 품질을 결정하는 요한 척도가 되는 

것으로, 이상의 결과에서 온 로 제조한 복죽이 반 죽과 가루죽에 비해 방

사선에 의한 색도 변화가 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변화가 은 것으로 사료된

다.  

  4) 물성 평가

    동결건조한 죽에 감마선을 10 kGy로 조사 후 조성, 성, 견고성, 응집성

을 측정하 다. 조성은 온 로 제조한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루로 제조한 죽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 수화율이 낮을수록 증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성과 응집성도 온 로 제조한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었으며 수화율이 낮을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Yook et al. (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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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Round rice
(2%)

80 59.10±0.69a 1.46±0.13bcd 15.74±0.39bc

85 59.06±0.67a 1.29±0.10bcde 15.37±0.06c

90 58.97±0.73a 1.25±0.32bcde 13.30±0.63de

95 58.95±0.25a 1.06±0.13cde 12.82±0.20de

100 58.04±0.49abc 0.95±0.25de 10.70±0.38g

Half rice
(3%)

80 58.43±0.42ab 2.01±0.15a 18.18±0.38a

85 59.21±0.22a 2.00±0.05a 16.24±0.56bc

90 58.88±0.05a 2.06±0.33a 15.12±0.40c

95 58.99±0.39a 1.55±0.15abc 12.34±0.44ef

100 58.24±0.52abc 1.60±0.14ab 12.63±0.47def

Grinded rice
(4%)

80 57.14±0.50bcd 1.38±0.14bcde 17.94±0.30a

85 57.05±0.41cd 1.37±0.09bcde 16.71±0.29b

90 58.40±0.30ab 1.27±0.22bcde 15.35±0.52c

95 57.41±0.21bc 1.16±0.09bcde 13.66±0.27d

100 55.92±0.09d 0.91±0.11e 11.55±0.42fg

Table 4-4-3. Color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nd 

irradiated
1)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¹)10 kGy 

a-g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연구에서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견고성도 온 로 제조한 죽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수화율이 낮을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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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4. Texture of several types of freeze-dried and irradiated
1)
 abalone 

porridge by rice size and hydration rate

Shape of 
rice

(amount of 
added 

viscera(%)) 

Hydration 
rate(%)

Consistency (g․s) Viscosity(g․s) Firmness(g) Cohesiveness(g)

Round rice
(2%)

80 73960.7±6257.66a -14518.32±677.78d 2253.53±561.34a -807.05±37.18f

85 33223.26±4542.07c -13278.78±150.90cd 995.48±80.45bc -607.67±3.52e

90 16816.98±1491.61d -8254.32±2010.87b 460.4±63.44cd -332.91±33.36cd

95 12122.08±2468.38de -7168.61±1548.75b 353.01±45.18d -279.98±44.61cd

100 5656.69±1735.23efg -2807.13±790.77a 190.92±17.08d -76.76±25.76ab

Half rice
(3%)

80 42627.4±765.28b -22288.03±919.20b 1209.03±158.28b -858.48±123.4f

85 19203.87±1308.68d -10011.72±1666.67bc 618.25±0.60Bcd -375.38±49.10cd

90 12172.55±1059.24de -7773.79±856.26b 337.23±21.76d -262.14±24.76c

95 4292.5±303.62efg -2896.69±201.87a 140.7±11.15d -69.75±6.43ab

100 2748.1±1579.89fg -1629.79±759.21a 93.59±55.92d -38.14±24.37a

Grinded 
rice

(4%)

80 19540.96±785.76d -13297.78±1521.22cd 587.21±77.29Bcd -437.12±65.62de

-7505.28±1065.21b 269.8±39.08d -227.82±15.24bc85 11101.56±1661.61def

-72.67±8.35ab90 4769.33±422.97efg -2928.31±130.05a 128.99±15.88d

-1930.77±79.76a 57.45±1.57d -37.89±2.28a95 2376.06±56.86fg

-18.54±1.12a100 1342.05±362.02g -796.43±172.18a 33.22±8.90d

¹)10 kGy 

 a-g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Table 4-3-4)를 비교할 경우, 물성 값은 반 으

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가루죽의 경우 감마선 조사 후 응집성은 증가하 으며 

조성은 감소하 다. 이는 Yang et al. (2007c)의 연구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죽의 밥알의 탄성, 응집성은 증가하 으나 부착성, 씹힘성, 경도는 

감소하 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 조

사에 의해 분의 depolymerization에 의한 amylose와 amylopectin의 분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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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이 하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o 본 연구에서 얻어지는 방사선 조사 복죽의 과학 인 개발 방법은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 양죽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o 국내에서 아직 개발이 미진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됨

o 방사선이 조사된 분 조리식품의 도  물성 변화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열량 죽 등의 응용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o 우주시 의 도래에 필요한 우주식량  한국  우주식을 개발함에 있어 기

 정보  개발공정을 용할 수 있고, 추후 우주식량 개발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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