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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주환경 조건에서 안 장이 가능한 우주김치 제조를 해 첨가물, 질소치환

포장, 가열  냉동상태 하에서 방사선 조사한 후 미생물, 이화학 , 능  품질을 평가함

○ 그 결과 김치는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에 의해 완 멸균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주공간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장가능한 우주김치를 제조할 수 있었음.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김

치의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한 연구결과 가스치환(질소)포장과 냉동(-70℃)온도에서의 방사

선 조사  칼슘염과 비타민 C를 첨가는 김치의 조직연화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리카색

소와 김치향 첨가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능  품질 하를 개선할 수 있었음.

○ 한편,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이용한 우주여행(우주환경)용 식품개발을 하여 정제 

 경질캡슐 제형에 한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시작품에 한 안정도와 식품규격에 한 

시험을 실시하 음.

○ 분말제형으로 제조된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에 부형제로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탈

크, 정제포도당을 첨가하여 정제제형을 한 제조공정을 확립하 으며, 분말 제형으로 제

조된 HemoHIM을 자동 경질캅셀충 기를 사용하여 1캅셀당 500mg의 생약복합조성물 원

료를 함유하는 pilot 하드캅셀 제형을 제조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한국형우주환경생명지원시스템, 방사선기술, 식품가공기술, 우주식품, 우주김치, 

우주방사선생체방어식품

  어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Radiation Technology, Food Processing 

Technology, Space Foods, Space Kimchi, Functional Food with Protection from 

Cosmic-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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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한국형 우주식품 안정공 을 한 산.연 력 미래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21세기 본격 우주개발시  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우주식품의 안

정  공 과 우주생환환경 지원시스템 구축을 한 핵심원천기술 개발로 

련분야 기술선 과 선진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련 산업 진흥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분야의 진흥을 한 연구개

발 필요성과 시 성을 인지 함.

      - 정부는 2008년 한국인을 우주정거장에 채류하기 한 양성사업을 진행 임.

      - 2005년 3월 국가과학기술정책보고에서 2005년을 “Space Korea 원년”으로 선포함.

  ○ 21세기 우주화 시 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인 우주선개발은 물론 국제 우주정

거장 개발사업 참여 등 우주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

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이 섭취하고 사용하게 될 식품  용품 등의 안  공 체계 

구축은 성공 인 우주개발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요인임. 

  ○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은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들의 건강을 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우주식품을 임무의 특성  기간에 따라 수개월 내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므로 임무 성격

에 맞는 단기 장 우주식품, 장기임무지원 식품 공 시스템, 그리고 우주기지 건설 후 지

속 인 임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착기지 식품 지원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함 

  ○ 우주환경의 특성상 취식이 간편하고, 온도  환경조건에 한 품질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우수한 식품가공법에 의해 장안정성이 개선된 멸균식 개발이 반드시 수행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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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NASA는 유인 우주선 개발 창기에 안 한 식품 공 의 요성을 깨달아 최근 식품

산업분야에서 필수  생 리시스템인 해요소 리기 (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개발하여 완 무결한 식품 생산을 한 토 를 마련하

기 해 엄격한 식품생산기 체계를 확립하 고, 방사선 기술(이온화 에 지 이용기술)을 

이용하여 우주식품의 생화와 장기보존을 실용화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인  연구

인력을 한 안 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 공 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주식품/생활용품의 개발  안 공 에 한 연구는  이 지

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제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시 임.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방사선기술과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개발에 한 연구

   가. 감마선조사에 의한 김치의 미생물학 , 능  품질 변화 평가

   나.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평가

   다. 질소치환포장,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평가

   라. 온도에 의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 평가

   마. 식품첨가물에 의한 능  품질 개선 효과 평가

 2. 방사선방호  생체방호용 HemoHIM 가공기술 개발

   가. 우주여행(우주환경)용 HeomoHIM 공  최  가공기술 개발

   나. HemoHIM의 생체 용 평가  

IV.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기술과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개발에 한 연구

   가. 감마선조사에 의한 김치의 미생물학 , 능  품질 변화 평가

      총미생물 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특히 25 kGy 이상 조사 시 검출한

계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평가 결과 색, 조직, 맛, 향, 종합  기호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25 kGy 조사구의 경우 이취  이미의 발생으로 인해 능

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능  품질 하를 최소화하기 한 

기타 식품가공기술과의 병용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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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평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총균수는 감소하 으나 능  품질은 하되었다. 한 미생물 살

균 효과  능  품질 면에서 가장 합한 가열조건은 60℃, 30분으로 단되었다. 이 후 

숙성된 포장 김치를 60℃에서 30분간 처리하여 감마선을 연속 으로 처리한 후 35℃에서 

가속 장하면서 미생물 생육  능  품질을 평가하 다. 가열 후 감마선 조사는 미생물 

증식과 장  김치의 품질변화를 막는데 효과 이었다. 특히, 25 kGy의 감마선 조사와 

가열을 병용처리하여 35℃에서 14일 장 시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능 수도 가장 

높았으며 산도, pH의 변화 역시 거의 없었다.  

   다. 질소치환포장,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평가

      질소치환포장 시 함기포장에 비해 김치의 경도  능  품질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

는 가스치환포장 후 방사선 조사가 채소의 조직특성을 유지시켜 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는 결과 다.  

   라. 온도에 의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 평가

      김치 샘 은 질소치환포장과 60℃에서 가열 후 25℃, -20℃, -70℃, -178℃에서 각각 2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온도별 감마선 처리구의 미생물, pH  산도측정 결과 

조사온도에 상 없이 김치의 멸균이 확인되었으며, 능검사  조직감 분석 결과 -70℃에

서 감마선 조사 되었을 때 김치 조직의 경도  능  품질이 가장 높았다.  

   마. 식품첨가물에 의한 능  품질 개선 효과 평가

    (1) 비타민 C 첨가에 의한 효과

       비타민 C가 0.3% 첨가되었을 때 능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김치의 경도는 비조사

구> 비타민 C 첨가구 > 무첨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 30일간의 장기간 후 비타민 C

가 첨가되지 않은 김치의 경도는 격히 감소함에 반해 비타민 C가 첨가된 김치의 경도변

화는 었다.     

    (2) 칼슘염 첨가에 의한 효과

       첨가된 칼슘염들은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이었고, 각각 

0.01% 농도로 첨가되었을 때 능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비첨가구에 비해 칼슘염들의 

첨가는 조직의 경도를 증가시켰으며 각각의 칼슘염 첨가에 따른 김치의 경도  능  

품질은 calcium lactate 김치 〉calcium chloride 김치 〉calcium acetate 김치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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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비타민 C 0.3% 와 calcium lactate 0.01%를 첨가한 다음 질소치환포장-가열-

냉동-감마선 병용처리된 김치의 35℃에서 30일 장 후 경도는 비조사구와 무첨가 병용처

리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리카색소와 김치향의 능  품질 개선 효과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탈색  이미, 이취로 인해 하된 능  품질을 

개선하기 해 리카색소와 김치향을 첨가한 후 능  품질평가를 실시하 다. 색도계

를 통한 35℃, 30일 장 후의 색도 측정결과 리카색소 0.2% 첨가 시 비조사구와 유

사한 수치를 보 으며 능  선호도도 가장 높았다. 한 김치향 0.2% 첨가 시 맛, 풍미, 

종합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다. 

 2. 방사선방호  생체방호용 HemoHIM 가공기술 개발

   가. 우주여행(우주환경)용 HeomoHIM 공  최  가공기술 개발

   - HemoHIM의 정제 제조공정 확립: HemoHIM 원료와 부형제로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탈크, 정제포도당을 이용한 정제제형 제조공정 확립  시작품 제조

   - HemoHIM의 경질캡슐 제형 제조공정 확립: HemoHIM 분말(60% HemoHIM, 40% 

dextrin) 제조공정  이를 이용한 500 mg/casule 용량의 경질캡슐 제조공정 확립

   - HemoHIM 경질캡슐 제형에 안정도 검사 : 37℃에서 3개월간 보 하면서 안정도  미생

물 검사를 수행하여 안정성을 검증함

  나. HemoHIM의 생체 용 평가  

   - 스트 스 유발 후 체 , 면역장기의 무게 변화  비장세포 수, 구세포 재생성 진 효

과: 스트 스 유발로 인해 면역기능이 하되어 떨어졌던 체 과 비장의 무게가 뚜렷하게 

회복됨. 비장세포 수 하에 해 뚜렷한 회복효과를 보임. 스트 스 유발로 인해 감소된 

면역세포(백 구  림 구)의 수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 스트 스 유발 후 면역세포의 반응성  cytokine 생산 개선 효과 : 면역세포 자극물질 

(Con A  LPS)에 의한 면역세포의 반응성(활성화 정도)은 HemoHIM 섭취군에서 뚜렷

한 개선효과를 보임. 면역기능 활성화와 련된 IFN-γ와 IL-2는 HemoHIM 섭취에 의해 

증가됨을 알 수 있음. 알러지  천식에 여하는 염증성 cytokine인 IL-4와 IL-10은 

HemoHIM 섭취에 의해 감소됨을 알 수 있음.

   - 스트 스 유발 후 림 아군별 세포 수 변화  NK세포 활성화 개선 효과 : 발암과 바이

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NK세포와 림 구 비율은 HemoHIM 섭취군에서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음. 항암면역반응에 련된 NK세포 활성은 HemoHIM 섭취군에서 약간의 개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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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임

   - 스트 스 유발 후 면역세포의 균형 인 기능회복 효과 : HemoHIM 섭취군에서 IgG2a 생

산이 증가한 반면, 알러지 질환시 분비되는 IgE생산은 감소하 음

   - 스트 스 유발 후 식세포의 활성화 개선 효과 : 식세포에서 NO의 합성과 그 생성을 

유도하는 효소인 iNOS의 발 을 찰한 결과, HemoHIM 섭취군에서 iNOS 유 자의 발

량이 증가하여 식세포의 활성화가 개선되었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우주식품 생산기술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양, 물성, 능  기호도가 개선된 군 투식량  비상/특수목  식량으로 이용가능

  ○ 방사선 기술과 첨단 식품 가공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 과 한계를 극복하여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식품 가공법 개발  실용화 기술 제공 

  ○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

에 활용  

  ○ 재 미국과 러시아만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환경생존시스템 핵심기술을 국내에서도 확보

함으로써 식품․생명, 의료, 농생물 분야 등에서 획기 인 국가과학기술 발 과 련 산

업체의 국가경쟁력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식품 생화 기술개발로 군부 , 학교, 병원 등 공공기 의 단체 식이나 패스트푸드 에

서의 식 독 방으로 공 생  국민보건 향상

  ○ 군(軍) 식체계 등 특수식품 이용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실용화로 식품기인 질병 방 

 생  식품생산․공 으로 투인력 보호에 따른 력증강 도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검증으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련 산업체 생산성  국내 

식품류 수출 활성화 기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안 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실용화 확 를 한 국내 

제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 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수는 5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 방사선 조사식품과 응용물의  언론  언론인 홍보모델 제시/ 언론 네트워크 확보

  ○ 연구결과는 련 산업계와 연계하여 력연구 추진으로 실용화 유도  방사선 조사식품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한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

  ○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한 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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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for stable support of Korean style space foods by 

the collaboration with an indust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Keeping pace with the space era of 21 century, Korea get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project in which the manned spaceship an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ll be 

developed. The Korean astronaut program is so the first step to open a new field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that needs many researches and experiments to implement the mission 

successfully. Because food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it is imperative that the space food 

system is the best it can be. The supply of food must be nourishing and tasty so 

astronauts maintain their health during their important stays in space. 

   Hydration, rubbing with salts, and canning were developed for remaining edible food 

longer and were fine for travel on Earth, but were not always suitable for use on space 

flights. Food poisoning by bacteria can be a fatal factor to astronauts in space environme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on-pathogenic bacteria may be mutated by comic ray 

irradiation in space and turned into pathogenic. Therefore, space foods should be prepared 

and loaded with sterilization. Space food research should meet these problems. One of the 

types of space food is irradiated food. Beef steak and smoked turkey are already the 

irradiated products being used at this time. Through radiation technology, space foods are 

safe and have long period of shelf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pace foods maintaining microbial safe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and the objective is to produc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ing technology of spac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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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to produce the sterilized Kimchi with improved sensory and texture 

qualities, we added the vitamin C, calcium lactate, artificial Kimchi flavor and oleoresin 

paprika on Kimchi treated with N2 packaging - heating(60
o
C, 30 min) - freezing (-70

o
C) - 

irradiation (25 kGy). And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combined treatment on texture 

properties, sensory quality and shelf-life of Kimchi.

IV. Results of Project

1. Microbiological and sensory changes of Kimchi by gamma irradiation

  In a result of evaluating microbiological and sensory qualities, the total number of 

aerobic microbes in the packed and well-riped Kimchi was reduced depending on the 

irradiation dose, and bacteria were not detected over 25 kGy. Kimchi irradiated at 25 kGy, 

however, was not acceptable in regard of sensory quality. To minimize the change of 

sensory and texture qualities, it was required to apply other food processing technologies 

to Kimchi.

2. Effects of heat treatment 

  It was conducted to evaluate effects of heat treatment on the shelf stability and sensory 

qualities of Kimchi. Total number of aerobic microbes and sensory quality are decreased as 

temperature for the heat treatment increased. In the result, optimum condition for the heat 

treatment of Kimchi was found to be 60℃ for 30 min. Irradiation after heat treatment was 

effective to inhibit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and prevent the quality change of Kimchi 

during storage. Especially, all microorganisms of Kimchi co-treated with heating and 

irradiation were killed and sensory scores of that were the highest after storage at 35℃ for 

14 days. Therefore, combination treatment of heating and irradiation was considered as the 

effective method to improve the shelf stability of Kimchi in the accelerated condition. 

3. Effects of N2-packag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ombined effects of N2-packaging (N2),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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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at 60℃ (HT) and gamma irradiation of 25 kGy (IR) on the shelf stability and 

sensory quality of Kimchi during storage at 35℃ for 30 days. Total microbes including lactic 

acid bacteria were sterilized perfectly by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T-IR or N2-HT-IR, 

and the acidity of Kimchi was not changed during storage. Irradiation softened a texture of 

Kimchi. However, the combination of N2-packaging with HT-IR lightened this softening of 

Kimchi by high dose irradiation. Organoleptic qualities were also improved by the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the storage period. 

4. Effects of irradiation temperatur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 on the shelf stability and quality of 

Kimchi during storage at 35℃ for 30 days was conducted. Kimchi samples were 

N2-packaged and heated at 60℃ and then gamma irradiated at 25 kGy and various 

temperatures (25℃, -20℃, -70℃, -178℃). In the results of microbiological, pH and acidity 

analysis,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heating and irradiation was able to sterilize microbes 

in Kimchi regardless of irradiation temperature. When Kimchi was irradiated at -70℃, the 

softening of texture and the deterioration of sensory quality of Kimchi were reduced. Hence, 

irradiation at -70℃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ensory quality.

5. Sensory improvement by food additives

5. 1. Effects of vitamin C

  The inhibition effects of vitamin C on the textural propertie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was investigated. When vitamin C was added at 0.3%, sensory preference was the 

highest. And the hardness of Kimchi after gamma irradiation was higher than the unadded. 

Moreover the hardness of Kimchi treated with irradiation and vitamin C was maintained 

although the hardness of the non-irradiated Kimchi was drastically decreased after 30 days. 

Therefore, addition of vitamin C was considered as an effective treatment for reducing the 

change of textural properties.

  

5. 2. Effects of calcium salt

  The effects of calcium salt on textural propertie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were 

investigated. The used calcium salts were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 

respectively. The optimal amount of the addition was determined to 0.01% after sensory 

evaluation, and it made the texture of Kimchi harder than the unadded. And the ra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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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of each sample treated with irradiation at 25 kGy and used salt was listed: 

calcium lactate > calcium chloride > calcium acetate. In addition to this, it appeared that 

calcium lactate was the most acceptable in the sense of sensory quality. The hardness of 

Kimchi treated with gamma irradiation at 25 kGy and calcium lactat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added sample. And the hardness of Kimchi added with vitamin C 

and calcium lactate was higher than the non-irradiated sample or unadded sample after 30 

days at 35℃.

5. 3. Sensory improvement by oleoresin paprika and artificial Kimchi flavor

  In our previous results, aerobic microbes, lactic acid bacteria and fungi in Kimchi were 

killed by the combined treatment with N2-HT-F-IR. Besides, texture and taste of Kimchi 

were improved in comparison with Kimchi treated only irradiation. Color and taste 

acceptance of Kimchi, however, was still decreased by irradiation. In this study, evaluation 

of sensory quality was conducted to improve color and flavor by adding oleoresin paprika 

and artificial Kimchi flavor. When oleoresin paprika was added at 0.2%, color and sensory 

qualities of Kimchi after irradiation were similar to non-irradiated one. Addition of artificial 

Kimchi flavor at 0.2% improved the taste deteriorated by a high dose irradiation. Therefore, 

oleoresin paprika and artificial Kimchi flavor was thought to be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sensory quality.  

6. Development of HemoHIM for immune improv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herbal preparation (HemoHIM) 

on immune improvement of astronaut and radiation protection in space environment. The 

results demonstrate a herbal preparation (HemoHIM) possesses potent immune improving 

and radiation protecting effect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study is a new trial in research of food irradiation on special purpose food such as 

space food. It might be helpful for extending the field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combination treatment on irradiation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herbal 

preparation (HemoHIM) for immune and hematopoiesis modulation as well as oxidative damage 

inhibition in space environment might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astronau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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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정부는 21세기 첨단산업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분야의 진흥을 한 연구개

발 필요성과 시 성을 인지함.

    - 정부는 2007년 한국인을 우주정거장에 채류하기 한 양성사업을 진행 임.

    - 2005년 3월 국가과학기술 정책보고에서 년을 “Space Korea 원년”으로 선포함.

  ▶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품질은 그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들의 건강을 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과 우주실용품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우주개발시 를 맞이하여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하여 국가 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순차 인 우주식품개

발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1. 기술  측면

  ▶ 21세기 우주화 시 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인 우주선개발은 물론 국제 우주정

거장 개발사업 참여 등 우주 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

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우주인이 섭취하고 사용하게 될 식품  용품 등의 안  공 체계 

구축은 성공 인 우주개발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요인임. 

  ▶ 우주식품을 임무의 특성  기간에 따라 수개월 내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므로 임무 성격

에 맞는 단기 장 우주식품, 장기임무지원 식품 공 시스템, 그리고 우주기지 건설 후 지

속 인 임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착기지 식품 지원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함. 

  ▶ 식품에 기인하는 질병, 그 로서 재 문제시되고 있는 장균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등 식 독균에 의한 해성은 우주공간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주

인에게는 치명 인 장해요인으로 발 할 수 있음.

  ▶ 우주식품은 무 력상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취식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며, 

양의 불균형 상태가 쉽게 발생하므로 양분의 섭취가 쉽고 특히 칼슘 등의 양소 등

이 많이 함유된 메뉴를 개발하여야 함.   

  ▶ 우주식품의 경우 탈수  건조 등의 가공으로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주선의 연료(비

용) 약에 필수 이며, 그에 따른 식품의 이화학  특성을 연구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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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식품을 개발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 재 군 투식량 등의 특수식량 생산제조 기술을 응용하면 한국형 우주식품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단됨.

  ▶ 우주환경의 특성상 취식이 간편하고, 온도  환경조건에 한 품질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우수한 식품가공법에 의해 장안정성이 개선된 멸균식 개발이 반드시 수행되

어야 함. 

  ▶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에서는 우주식품의 주요 보존기술의 하나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해오고 있으며, 우주임무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특수용품은 물론 일반 인 생활용품

의 안 멸균처리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인  연구 

인력을 한 안 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 공 에 필수 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주식품/생활용품의 개발  안 공 에 한 연구는  이 지

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제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시 임.

 2. 경제·산업  측면

  ▶ 제한된 우주공간에서 활동하는 우주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오염유기체도 치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완 무결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안 공 은 성공 인 임무수행에서 

필수 임.

  ▶ 건강에 이상이 생긴 우주인은 원만한 임무 수행이 힘들게 되며 최악의 경우 임무를 포기

해야하는 극한 상황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천문학 인  손실은 물

론 외 신뢰성에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음.    

  ▶ 미 NASA는 유인 우주선 개발 창기에 안 한 식품 공 의 요성을 깨달아 최근 식품

산업분야에서 필수  생 리시스템인 해요소 리기  (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개발하여 완 무결한 식품 생산을 한 토 를 마련하

기 해 엄격한 식품생산기 체계를 확립하 고, 방사선 기술 (이온화에 지 이용기술)을 

이용하여 우주식품의 생화와 장기보존을 실용화 하고 있음. 

  ▶ 이는 식품산업을 진일보 시킨 획기 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재 무한 한국식 우주식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통 발효 식품 등 여러 가지 식품의 

선진 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은 우

주인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활동성  임무지속능력과 심리  안정감을 부여하며 인체생

리학 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우주식품/무균우주용품의 개발은 련 산업을 한층 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3 -

 3. 사회·문화  측면

  ▶ 우주식품 공 에서 생  안 공 체계의 구축은 우주 연구 인력의 건강보호와 사기진

작 등을 해 기본 인 요소임. 

  ▶ 첨단 장비와 최신 우주시설의 운 도 결국은 인간이 수행하는 것이며, 제한되고 특수한 

무 력 공간에서의 생활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많은 에 지가 필요하며 양의 섭취도 원

활히 이 지지 않아 심각한 양의 불균형을 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우주식품의 문제 을 검토하여 재의 문제 을 개선함으로써 우

주인들의 건강한 생환을 보장하여야 함.

  ▶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은 우주식품 등의 안  공   개발을 오래 부터 

연구해오고 있으며 많은 실용화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음. 

  ▶ 원자력 기술의 평화  이용분야로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들 제품의 생화와 안 장  

유통, 가공제품의 안 성 향상, 제조공정 개선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집약  

분야의 하나로 국내․외 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우주식품  실용품의 연구개발 등

에서도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크게 확 될 망으로 국내에서도 본 기술의 연구개발

이 실히 요구되는 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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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기술발  망

   ○ 21세기 우주시  비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 (Advanced Space Life Supporting 

System)의 구축은 매우 요한 기술개발 분야로 미국과 러시아를 심으로 우주환경, 

농생명, 의생물  식품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체계 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련한 여타 IT, BT, NT기술이 유기 으로 결합되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본 분야의 국내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로 단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심으로 우주  

특수식품 개발과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에서의 생물의학  향평가  생존시스템 구

축 등을 한 기  자료조사 정도로, 재 미국 NASA  러시아 IBMP와의 국제공동연

구를 계획 에 있음

      - 2004. 12. 미 NASA FTCSC와 공동연구 력 약 체결

      - 2006. 12. 러시아 IBMP와 공동연구 력 약 체결

   ○ 우주식품의 특성상 취식이 간편하고, 온도  환경조건에 한 품질 안정성을 고려하여

야 하므로 선진 식품가공방법과 방사선 조사기술을 병용하면 식품의 장안정성  품

질 개선을 효과 으로 얻을 수 있음

   ○ 개발 기술은 우주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군용 투식량, 스포츠식품, 무균환자식 등 특수

식품개발 분야의 기술을 선진화시킬 뿐만 아니라 련 산업체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망됨

 2. 주요 환경변화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주식품의 개발과 안 공 에 한 연구는  이 지지 않고 

있어 향후 국제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한국형 우주식품은 한국인의 특성(입맛)에 맞게 개발되고 실용화되어야 함. 그러나, 구미

에서 개발한 우주식품의 경우 기호성  능  특성에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제

품의 사용은 한계가 있음

   ○ 특히 우주임무는 우주인에게 매우 큰 심리  부담감(스트 스)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정된 취식에서 오는 심리  만족감을 주고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해서는 지구의 환경에

서와 같은 식품 공 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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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국내의 식품가공기술은 목할 수 으로 발 하여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거의 없음. 

그러나, 우주식품 개발에 있어서 우주의 특수한 환경(무 력, 격한 온도변화)에서의 

장성 문제해결과 동결건조 제품 는 건조된 식자재의 이용에 따른 연식성의 개선 기술

개발은 무한 실정임 

   ○ 따라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우주식품  생활용품 생산을 한 원천 핵심기술 개발  

실용화를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 임

 3. 국내‧외 기술개발수  비교분석

  가.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 최근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의 응용은 매우 다양하며, 식품 조사와 련된 국제 인 동

향은 52개국에서 25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고, 이  30여개국이 상업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 한 2002년 재 세계 으로 식품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감마선 조사시설은 234기 이상에 이르며, 재 건설 이거나 건설계획인 조사시설

도 약 12여기에 이르고 있음(IAEA, 2001) 

   ○ 방사선 식품공학기술은 ‘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뒷받침과 WHO/ 

IAEA/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

이 마련

   ○ 국제 방사선식품조사자문 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제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 2001년 10월 23～25일)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

제  실용화 확 를 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 의 에 있음

   ○ ’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논란”에 한 EU Committee에서는 기 수행한 연구결

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의 안 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사식품의 안 성

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 으로 확 될 것임

   ○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FAO/WHO/IAEA, US FDA  USDA 등의 극 인 실

용화 추진에 따라 년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물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의약품/의료용품/실험실용품 등 공 보건 련산물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생화 기술이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실용화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향신료, 건조식품, 육류  군용/우주/스포츠식품 등 특수식품에 본 기술의 

일부가 상업 으로 이용되며, 식품기인 질병 방과 실용화 확  연구에 을 두고 있

음. U.S. Army Natick 연구소에서 재 군용식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임

   ○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즉석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s) 시장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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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고 있으며, 장성  품질 안정성 증진을 한 연구는 기 단계임

   ○ 선진국은 2020년 이내에 이미 우주식민지에 반도체, 약품 등의 상업생산용 우주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한 극 음속 여객기가 우주왕복선 개념으로 2015년 이내에 실용화될 

것임. 이에 비하여 미국 NASA의 여러 Space Center에서는 특수간편식품, 유통  

장기한 극 화, 식품포장재, 식품폐기물의 bioregeneration과 recycling  우주선 내 식

품가공방법 등을 종합 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을 극 검토 

에 있음

   ○ 특수 환자의 경우 작의 어려움 등으로 양의 균형 인 체내 주입이 필요시 되며, 주

사제를 이용한 체내 주입은 환자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으며, 포만감을 주지 

못하는 결 을 갖고 있음 

 나. 국내 기술개발 동향  주요 실

   ○ ’83～’90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효과  실용화 기반 연

구 수행

   ○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 [그린피아 기술(주)]

   ○ ’87, ’91, ’95, ‘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 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군에 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

   ○ 원자력 장기 ’92～’9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국내 제2의 방사선 조사시설의 

건설(’02. 6. 12.)되어 정상 운  에 있음

   ○ ’06년 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에 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한 연구기 으로서 

식품산업의 가공공정 개선과 문제핵심분야의 체기술 개발로 조사식품의 품목/실용화 

확  연구가 수행 에 있음

   ○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기 기반 기술 확보  

      - 본 연구 만이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을 해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우주식품 개발 황  가공기술 등에 한 기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미국 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FTCSC)  러시아의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IBMP)와 우주식품개발

을 한 공동연구 약하 음

      -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임무를 수행할 국내 우주인이 섭취할 한국형 우

주식품을 개발하기 한 식단 개발 등 기 연구를 실시하 고, 미세 력의 우주환경에

서 유발될 수 있는 , 근육의 퇴화  소화불량 등 신체  결함  생리 사 문제들

을 해결하기 한 기능성식품 개발을 시작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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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수  요약

   ○ 국내에서는 우주기술 반 인 분야의 이 ‘발사체, 인공 성, 우주인’ 등 

Hardware 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우주환경 응 생활지원 시스템’과 련된 종

합  근이 이루어 진 이 없음

   ○ 한, ‘우주환경 응 생활지원시스템’과 련하여 국제 으로도 식품, 소재 등 

일부 세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기 단계의 연구가 진행 이고, 특히 반

인 우주환경 내에서의 생활환경에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

시아, EU, 일본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의 식품생명공학연구 에서는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을 해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러시

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우주식품 개발 황  가공기술 등에 한 기 자료

를 수집․분석하고, 미우주식품상업화센터(FTCSC : NASA Food Technology 

Commercial Space Center)  러시아 과학원 생의학연구소(IBMP :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와 우주환경 식품가공 시스템 개발을 한 공동연구 약 

체결  국내 분소유치를 추진 임

   ○ 한,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우주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우주인이 섭취할 한국형 우주식품을 개발하기 해 우주김치 개

발 등 기 연구를 수행 에 있음

구 분 기  술  동  향 기  술  수  
수

선진국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진국

에서는 우주여행, 우주도시, 우주정거

장 등 본격 인 우주시 를 비하여 

민수분야의 투자방향을 기존의 발사

체, 인공 성 등의 Hardware 심에

서, 극한 우주환경에서 인간의 생명

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환하고 있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추진 인 우

주환경에서의 인간생명활동 지원에 

한 연구의 핵심은 우주방사선  

무 력상황 하에서의 생명활동, 음용

수  공기의 공 , 생체의 방호, 진

단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90%

한  국

○아직 국내에서는 우주기술 반 인 

분야의 이 ‘발사체, 인공 성, 우

주인’ 등 Hardware 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우주환경 응 생활지원 시스

템’과 련된 종합  근이 이루어 

진 이 없음

○아직 연구의 수 은 기 기반연구단

계로 우리나라가 지  동 분야의 연

구에 참여할 경우 향후 10～20년 이

내에 련기술의 자립 뿐 아니라, 세

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치에 오

를 수 있을 것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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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방사선 기술과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1. 연구내용  방법

  가. 시험 재료

  김치는 (주)CJ 식품연구소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김치 제조는 다음과 같다. 배추를 반으로 자

른 후 15% 소 물에 4시간 다. 흐르는 물에 수세한 후 물을 빼주고 여러 가지 양념류들과 

함께 버무렸다. 첨가제  양념류들은 얇게 채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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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

하 다. 버무린 배추의 반은 기  조건으로 폴리에틸  비닐백에 포장하여 김치냉장고 

(Model No. R-D303SJ, LG, Korea)에서 pH 4.5  산도 0.33%가 되도록 숙성하 다. 최종 으

로 최  숙성된 김치는 약 5 × 5 cm 크기로 단한 후 Aluminium-laminated low-density 

polyethylene (Al-LDPE, Sunkyung Co., Ltd., Seoul, Korea)에 300g 씩 넣고 포장기 (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100% 질소치환 포장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나. 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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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장

의 품질변화를 분석하기 한 시료는 인큐베이터 (Sanyo Electric Biomedical Co., Ltd., 

Japan)에 우주공간의 평균온도인 35℃에서 30일 동안 가속 장 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다. 병용처리 

  (1)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

  가열  감마선 처리가 김치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즉, 가열단독처리는 상기와 같이 김치를 포장한 후 항온수조

(Taitec, Co., Ltd., Japan)에서 각각 50, 60, 70, 80℃(±0.2℃) 온도로 30분간 가열처리하고 냉수

에서 랭시켰으며, 감마선 단독처리는 5, 10,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분석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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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상기 조건에서 설정된 최 가열 조건을 기 으로 감마선을 병용처리한 후 가열-방사

선 병용처리 효과를 분석하 다. 

  (2) 질소치환 포장 

  김치포장내 공기조성이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된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김치를 포장기 (Leepack, Hanguk Electronic, Gyunggi, Korea)를 이용하여 100% 질소가

스로 치환포장하고 상기에서 최 조건으로 확인된 가열-감마선 병용처리한 후 김치의 품질을 

분석하 다. 

  (3) 냉동 방사선조사 

  방사선 조사 시 온도가 가열-질소치환 포장된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각각 냉동고(CF-0624D, Samsung Co., Ltd., Korea) (-20℃), 극 온냉동고(SW-UF-300,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Ltd., Korea) (-70℃)  액체질소(Hansol Scientific Co., 

Ltd., Korea) (-178℃)로 냉동시켰다. 한, 방사선 조사되는 동안 냉동샘 의 온도 유지를 해, 

각각의 시료를 얼음 (-20℃), 드라이아이스 (Deokyang Co. Ltd., Korea) (-70℃)  액체질소 

(-178℃)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고정시킨 후 상기와 같이 감마선을 조사하 다. 한편 동결방

사선 조사된 김치의 해동은 25℃의 온도로 고정된 항온기(EYELA LTI-1000DS, Japan)에서 실

온까지 해동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 다.

  (4) 식품첨가제 첨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품질증진을 목 으로 식품첨가제를 첨

가한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을 평가하 다. 즉, 식품첨가제가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

는 한계투여량(최 첨가량)을 확인하기 해 각각 3종류의 칼슘염(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 Hyangrim, Co., Ltd., Seoul, Korea)을 김치에 0.01-0.03%를 첨가하

으며, 비타민 C (DSM Nutritional Products Ltd., UK), 리카색소 (MSC, Co., Ltd., 

Kyeongnam, Korea )  김치 flavor (Seoul spice, Co., Ltd., Seoul, Korea)는 각각 0.1-1.0% 첨

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첨가물이 김치에 잘 흡수되도록 4℃ 냉장고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

다. 한 각 첨가제에 따른 최 첨가량을 결정한 후에는 상기의 병용처리조건에 따라 가열-

질소치환포장-동결방사선조사 처리한 후 각 첨가제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라. 미생물 생육 시험

  김치내의 미생물 생육정도를 분석하기 해 김치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펩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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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균질하 다. 총균수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을 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 배지에 종하 고, 젖산균은 MRS (Difco Lab., St. Louis, 

USA) 배지에 종하여 37℃에서 48-72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

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한 최소 한계치

는 10
2
 CFU/g 이었다.

  마. 이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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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정 시 사용한 여액을 20배 희석한 후 0.1 N NaOH용액으로 pH가 8.4가 될 때까지 정하여 

소비된 0.1 N NaOH 양을 구한 후 젖산(%)으로 환산하 다(15). 색도는 김치 여액을 지름 50 

mm의 용기에 5 mL씩 넣은 후 color/color co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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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하 다. 

  바. 조직감 측정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systems LTD, Godalming, U.K.)를 사용

하 고, 배추 하단으로부터 5 cm 부 를 일정하게 단한 후 측정하 다. 심부를 지름 5 

mm인 stainless probe로 시료 두께의 65%까지 통하면서 받는 최  힘으로 표시하 다. 이 

때 Probe는 P2 5 mm cylinder probe를 사용하 고, test speed는 1.0 mm/sec, travel distance

는 65%, load cell은 5 kg 조건으로 경도를 측정하 다. 

  사. 능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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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 다. 무작 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용기에 표시했으며 서로 다른 시료를 평가하기  

입안을 가실 수 있도록 생수와 식빵을 함께 제공하 다. 능검사는 감마선 조사식품의 능평

가에 훈련된 성인남녀 20인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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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우 좋다) 으로 평가하 고, 가식한계 은 4 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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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SR 측정

  방사선 조사된 김치 시료의 ESR 측정을 하여 동결건조기(VD-800F, Taitec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시킨 김치를 분말화 시켜 30 mesh의 sieve에 통과시킨 다음 ESR 

측정에 사용하 다. 비된 분말시료 0.5 g을 ESR sample tube에 담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icrowave power 500 μW, modulation 100 

kHz, amplitude 7.9×100, time constant 0.03 sec, sweep time 30 sec 등의 조건에서 signal을 

확인하 으며, intensity (n=3)를 측정하 다.

  차.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SPSS,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 에서 비교하 다.

 2. 결과  고찰

  가. 감마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미생물학 , 능  품질 변화 

  숙성된 포장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총균수  능평가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단독 처리 후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특히 

25 kGy 이상 조사 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최  숙성 김치에 존재하는 미생물수는 약 10
8
 CFU/g 정도로 보고된바 있으며

(Kim and Kim, 2003)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조사 조구의 미생물수가 4.5×10
8
 CFU/g 으로 나

타나 숙성이 잘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다. 식품 내에 있는 기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

의 생  품질 변화 억제에 의한 장성 확보에 있어 요하므로(Park et al., 1996) 본 연구

에서도 숙성된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기 미생물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장성 증진에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Cha 등(1989)과 Kang 등(1988)도 

최 숙성 김치에 방사선을 5 kGy로 조사했을 때 조사 직후 10
4
 CFU/g 으로 감소하 다고 보

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감마선 조사가 숙성된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능평가를 실

시한 결과 색, 조직, 맛, 향, 종합  기호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차 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25 kGy의 선량으로 조사 시 이취  이미의 발생으로 인해 acceptable(4  기

) 수  이하로 나타났다. Song 등(2004)은 10 kGy 이상 김치에 감마선을 조사하면 색, 풍미, 

조직에 한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하 고, Kang 등(1988)도 감마선에 의한 김치 장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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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장성이 증가되었지만, 능  품질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마선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김치의 완 멸균

을 해서는 25 k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능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한 기타 식품가공  장기술과의 병용처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7.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and viable cell count of Kimchi after gamma 

irradiation, immediately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FU/g)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CON
1)

4.5×10
8

5.8
a2)

6.1
a

6.6
a

6.6
a

1.2
d

6.8
a

5 2.0×10
4

6.2
a

5.4
a

5.4
b

5.7
a

2.2
c

5.5
b

10 7.2×10
3

6.5
a

4.5
ab

4.6
b

4.4
b

3.4
b

4.8
bc

15 5.0×10
2

6.2
ab

4.1
b

3.6
c

4.2
b

4.8
a

4.3
c

20 2.0×10
2

4.5
b

3.4
c

3.6
c

3.5
c

4.8
a

3.7
cd

25 ND
3)

3.8
c

3.3
c

3.2
cd

3.3
c

5.1
a

3.4
d

SEM
4)

0.51 0.62 0.54 0.55 0.47 0.58

1)
CON : non-irradiated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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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80).

  가.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1) 가열처리가 포장 김치의 미생물 생육  능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포장 김치를 각각 50, 60, 70, 8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총균수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가열 처리 직후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가열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가열처리구의 경우 10
7
 CFU/g 수 의 미생물 수

를 보여 비가열 조구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0℃ 가열처리구의 경우 약 

10
2
 CFU/g 수 까지 미생물 수가 감소하여 미생물 감소 효과가 높았다. 한편, 60℃와 70℃ 가

열처리구의 경우 미생물 수는 약 10
4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 Hwang 등(2004)은 숙성된 

김치를 65℃, 75℃로 가열했을 경우 총균수가 약 10
4
 CFU/g 수 으로 검출되었다고 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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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한편, 가열처리 후 포장 김치의 반 인 능  품질은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0℃  60℃ 가열처리구의 경우 비가열 조구에 비해 종합  기호도가 약간 감

소하 으나 두 처리구간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0℃와 80℃ 가열처리구의 

경우 김치의 조직 연화  이취 발생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선한 숙성 김치를 만들기 한 조

건으로는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생물학 , 능  품질 면에서 가장 합한 가열온도는 6

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방사선과의 병용처리 시의 가열처리 조건으로 이용하 다.   

Table 8.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and viable cell count of Kimchi after heat treatment 

for 30 min, immediately

Temperature

(℃)

Viable cell 

(CFU/g)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CON
1)

5.9×10
8

6.8
a2)

6.5
a

6.7
a

6.8
a

1.2
d1)

6.4
a

50 1.2×10
7

6.3
b

6.1
b

6.0
b

5.8
b

2.0
c

6.0
b

60 1.5×10
4

6.0
b

5.8
ac

5.8
bc

5.0
b

2.2
c

5.6
b

70 1.1×104 5.4b 5.3cd 5.2c 4.4c 3.1b 4.4c

80 7.0×10
2

5.3
c

4.2
d

4.8
d

4.0
d

3.8
a

3.8
d

SEM3) 0.53 0.62 0.54 0.57 0.21 0.39

1)
CON : untreated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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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2)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 

  방사선과 기타 식품가공  살균방법의 병용처리는 허들효과(hurdle effect)에 의해 미생물 

살균에 상승효과를 가져온다(IAEA, 1981). 식품에 가열이나 약품처리  방사선 조사를 병용하

면 비교  낮은 온도, 낮은 농도  선량의 방사선 조사로써 목 하는 바 살균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방사선 조사와 다른 물리  방법과의 병용처리 연구가 많이 시도

되어 왔다(Ben-Arie and Barkai-Golan, 1969; Leistner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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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숙성된 김치를 포장한 후 60℃에서 30분간 처리하 고 감마선을 연속

으로 처리한 다음 35℃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가 김치의 장성과 품

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미생물의 생육변화 측정 결과를 Table 9에 나타냈다. 그 결

과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한 포장 김치의 총미생물 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미생물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단독 처리된 포장 

김치와 비교했을 때에 비해 동일한 선량에서 미생물 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yun 등(1989)이 김치에서 분리한 주요젖산균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같이 가열과 

방사선 병용처리가 단독처리에 비해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는 보고  Kim과 

Thayer (1996)의 Salmonella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 총균수는 비조사구의 경우 최  증식 한계인 10
8
 CFU/g 

이상으로 증가하 으며, 가열 단독처리구의 경우 약 10
5
 CFU/g 수 을 보여 장 기보다 약

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감마선-가열 병용처리구의 경우 장 14일째 약 2 log 

cycle 수 의 미생물이 생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 kGy 감마선-가열 병용처리구의 경우 미

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yun 등(1989)은 김치의 장기간 연장을 해 방사선 조사 의 가열처리가 보다 효과 일 

것이라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가열을 통해 기균수를 상당수 인 후 2차 으로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김치의 장성 증진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Viable cell count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Heat treatment

(60℃, 30 mi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at 35℃ (days)

0 day 14 day

- 0 1.9×10
8

9.0×10
8

+ 0 3.2×10
4

2.5×10
5

+ 5 6.8×10
3

4.8×10
4

+ 10 ND
1)

5.0×10
2

+ 15 ND 2.3×10
2

+ 20 ND 1.0×10
2

+ 25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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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김치를 포장하 고 60℃에서 30분간 처리하여 감마선을 연속 으로 처리한 후 35℃

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0에 나타냈다. 그 결과 가열-감

마선 병용처리 직후의 능  품질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색, 조직, 맛, 향, 종합  기호도

가 감소하여 10 kGy 감마선-가열 병용처리구의 경우 acceptable(4  기 ) 수  이하로 나타나 

가열-감마선 병용처리가 감마선 단독 처리에 비해 능  품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 능  품질은 비조사 조구  가열 단독 처리구의 경우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능  품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열-감마선 병

용처리구의 경우 색과 조직감은 약간 감소하 으나, 맛과 향이 증가하고 이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열-25 kGy 감마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능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미생물이 

생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김치의 멸균에 있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Table 10.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Heating

Irradiation 

dose

(kGy)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ff-odor
Overall 

acceptance

0

- 0 6.5
a1)

6.8
a

6.7
a

6.8
a

1.1
b

6.6
a

+ 0 4.8b 5.4b 5.5b 5.3b 1.3b 5.6b

+ 5 4.5
bc

4.7
bc

4.4
c

4.1
c

1.8
ab

4.4
c

+ 10 3.8c 3.3c 3.0d 3.0d 2.4a 3.4d

+ 15 2.5
d

3.1
c

3.3
d

3.1
d

2.8
a

3.3
d

+ 20 2.4d 3.0c 3.2d 2.8d 2.9a 3.1d

+ 25 2.6
d

3.3
c

3.0
d

3.2
d

2.9
a

2.8
d

SEM2) 0.41 0.62 0.55 0.57 0.33 0.47

14

- 0 4.9
a

5.0
a

2.8
b

6.0
a

1.2
b

2.6
b

+ 0 3.6b 4.5a 3.4ab 4.8a 1.4b 3.3b

+ 5 3.8
b

3.0
b

3.9
a

3.0
b

2.0
ab

4.2
a

+ 10 3.2c 2.8bc 4.5a 4.8a 2.4a 4.5a

+ 15 3.3
c

2.5
c

4.7
a

3.9
ab

1.8
ab

4.0
a

+ 20 3.0c 2.2c 4.4a 4.5ab 2.2a 4.7a

+ 25 2.5
d

2.5
c

4.9
a

4.4
ab

2.3
a

5.1
a

SEM 0.58 0.34 0.71 0.70 0.45 0.46

1)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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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가 가속 장  포장 김치의 이화학  품질에 미치는 향

  숙성된 김치를 포장한 후 60℃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하 고 감마선을 조사한 후 35℃에서 

가속 장을 하면서 산도, pH  경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의 산도  pH는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도의 경

우 가열처리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상은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의 pectin질 구조가 변화하 기 때문으로 사료되

며, Byun 등(1989)과 So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35℃에서 14일간 장한 후의 산도와 pH는 미생물 생육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즉, 비조사 조구  가열 단독처리구의 경우 장기간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해 산도

가 크게 증가하고 pH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열-감마선 병용처리구의 경우 장기

간 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실험구

들의 경우 14일 경과 후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생물 생육결과를 뒷받침 하 다. 

한 경도측정 결과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된 실험구들의 14일 경과 후 경도변화는 비

조사구 는 비가열 처리구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장  김치의 조직변화

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나 김치원료 자체의 효소작용에 의해 pectin 질 성분이 가용성 물질

로 변화하여 발생하는데 특히 pectin 분해효소인 polygalacturonase의 경우 약 65℃ 정도의 온

도에서 최  활성을 나타낸다(Park et al., 1990; Baek et al., 1989; Kim et al., 1999). 한, 

부분의 효소도 미생물에 비해 방사선에 한 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10 kGy 이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가열 처리구의 경도가 감소한 이유는 가열  

감마선 조사 후에도 pectin 분해 효소가 완 히 불활성화 되지 않고 작용하 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향후 김치의 장성 증진을 해 가열  감마선을 이용할 경우 김치의 조직연화를 방지

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가열과 방사선의 병용처리는 김치의 장성 증진에 매우 효과 이며, 특히 60℃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후 25 kGy의 감마선 조사는 가속 장 조건에서도 김치를 안 하게 장할 

수 있는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김치의 

능  품질 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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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Kimchi combined with heat treatment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tems Heatin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at 35℃ (days)
SEM

5)

0 day 14 day

Acidity

(%)

- 0 0.33
a1)B2)

1.01
aA

0.017

+ 0 0.32
aB

0.79
bA

0.012

+ 5 0.32
aB

0.39
cA

0.023

+ 10 0.35
aA

0.36
dA

0.013

+ 15 0.30
aA

0.35
eA

0.015

+ 20 0.33
aA

0.34
eA

0.016

+ 25 0.34
aA

0.34
eA

0.014

SEM
3)

0.015 0.019

pH

- 0 4.51
dA

3.81
eB

0.027

+ 0 4.69
bA

3.90
dB

0.014

+ 5 4.75
aA

4.60
cB

0.018

+ 10 4.65
cA

4.67
aA

0.022

+ 15 4.63
cA

4.64
bA

0.025

+ 20 4.68
bA

4.64
bA

0.029

+ 25 4.65
cA

4.65
bA

0.027

SEM
3)

0.017 0.018

Hardness

(dyne/cm
2

)

- 0 2698
aA

1900
aB

149.0

+ 0 1886
bA

1576
bB

126.3

+ 5 1278
bA

920
cB

105.2

+ 10 552
cA

472
dA

87.6

+ 15 527
cA

429
dA

74.0

+ 20 435
cA

351
dA

95.6

+ 25 421cA 314dA 89.0

SEM4) 305.6 99.8

1)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5).

5)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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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소치환포장, 가열  감마선 병용처리 효과

  (1) 미생물학  품질평가

  가열, 가열-감마선,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병용처리를 통해 제조된 각각의 시료에 한 

장 기간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Table 12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장 기 비조사 조

구의 총균수는 약 8 Log CFU g 이었다. 일반 으로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최 숙성 후 약 8-9 

Log CFU/g 을 나타낸다 (Choi et al., 2006; Hwang et al., 2004; Kim et al., 2004). 이런 결과

를 통해 본 실험에 사용된 김치가 잘 숙성되었고, 사용하기에 합하다고 단되었다. 비조사 

조구의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30일의 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가열 단독 처리구의 

경우 30일 후 약 8 Log CFU/g 에 도달하 다. 그러나 가열-감마선, 질소치환-가열-감마선 병

용처리구의 경우 30일 후에도 세균  젖산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멸균된 것으로 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0℃에서 30분 가열처리 후 25 kGy로 감마선 병용처리를 할 때 숙성된 김치에

서 총균수와 젖산균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과정을 조 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Kim 등(2006)은 50-70℃ 범 로 가열처리 할 경우 숙성과 련된 미생물의 불활

성으로 인해 김치의 숙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Table 12. Enumeration of the total microbes in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8.45 8.64 8.97 8.73

HT
2)

4.95 6.87 7.65 8.21

HT-IR
3)

ND
1)

ND ND ND

N2-HT-IR4) ND ND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2)
HT : heated at 60℃ for 30 min.

3)
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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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Viable cell count of the lactic acid bacteria in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26 8.42 8.73 8.51

HT
2)

4.35 6.68 7.29 8.14

HT-IR3) ND1) ND ND ND

N2-HT-IR4) ND ND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2)
HT : heated at 60℃ for 30 min.

3)
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2) pH와 산도

  장  실험구들의 pH와 산도 변화를 Table 14와 15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김치의 pH

가 약 4.2 일 때 최고의 맛을 가진다(Mheen and Kwon, 1984)고 알려져 있다. 장 기간  

비조사 조구와 가열 단독 처리구의 pH는 감소하 고 산도는 증가하 다. 특히, 가열 단독 

처리구는 생존하던 미생물이 증가하여 발효가 계속 으로 진행됨에 따라 pH와 산도의 변화가 

발생하 다. 호모형 발효균주인 Lactobacillus plantarum 균종이 김치의 발효과정  증식하는 것

으로 찰되었고, 60℃ 가열에도 생존하여 지속 인 발효를 일으켰다. 그 결과 김치의 pH는 

4.0 이하로 감소하 고, 김치의 품질 하  과도한 발효가 계속되었다(Mheen and Kwon, 

1984). Cho와 Rhee 등(1993)은 pH 감소 (산도증가)와 젖산균 증식과의 상 계를 보고하 는

데, 젖산균의 조 을 통해 김치의 발효를 늦추고 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하 다. 가

열-감마선 조사구와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pH와 산도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장 기간에 따른 변화도 없었다. 발효가 더 진행되더라도 발효와 련된 젖산균의 불활성화로 

인해 pH와 산도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Kim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 55-65℃ 가열 후 

15-25 kGy로 감마선 병용처리를 할 때 김치의 과도한 발효를 조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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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pH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4.39±0.02
a1)A2)

3.96±0.02
cB

3.75±0.02
cC

3.61±0.02
cD

HT
3)

4.37±0.02
aA

4.04±0.03
bB

3.86±0.03
bC

3.65±0.03
bD

HT-IR
4)

4.36±0.01
aA

4.41±0.02
aA

4.37±0.01
aA

4.39±0.02
aA

N2-HT-IR5) 4.40±0.01aA 4.38±0.02aA 4.41±0.02aA 4.42±0.01aA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HT : heated at 60℃ for 30 min.

4)
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Table 15. The acid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0.33±0.02
a1)D2)

1.06±0.03
aC

1.13±0.01
aB

1.24±0.03
aA

HT3) 0.32±0.01bD 0.96±0.03bC 1.02±0.02bB 1.17±0.03bA

HT-IR4) 0.35±0.01aA 0.38±0.02cA 0.36±0.02cA 0.37±0.01cA

N2-HT-IR5) 0.34±0.01aA 0.36±0.02cA 0.38±0.02cA 0.35±0.01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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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differ significantly (P < 0.05).

3)HT : heated at 60℃ for 30 min.

4)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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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도변화

  Table 16은 35℃에서 장  김치시료들의 경도 변화를 보여 다. 가열 처리는 김치의 경도

를 감소시키며, 감마선과의 병용처리에 의해 가속화된다. 그러나 질소치환포장은 이러한 가열-

감마선 조사로 병용처리된 김치의 경도감소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온화 방사선의 주된 부작용  하나인 김치의 경도 감소에 한 여러 보고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Cha et al., 1989; Kang et al., 1988; Kim et al., 2006).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

해 셀룰로오스 섬유들은 깨지고, 연화가 발생한다. 방사선에 의해 물 분자는 이온화 되고 이때 

강력한 라디칼이 생성되어 김치 분자와 랜덤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carbohydrate의 glycosidic 

bond는 ester bond와 함께 라디칼 반응에 의해 괴된다. 이로 인해 채소의 조직이 물러지게 

된다(Nayak et al., 2007; Prakash et al., 2002). 한편, 가스치환포장 하에 방사선 조사는 최소가

공채소의 조직특성을 유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Ahn et al., 2005; Kim et al., 2005). 

  한 35℃ 장 기간  모든 시료들의 경도는 감소하 고, 감소 정도는 비조사 조구〉가

열 단독 처리구〉가열-감마선처리구〉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처리구의 순서 다. 과도한 숙성

에 의한 김치의 조직연화는 부분 으로 에스테르화된 펙틴질의 가수분해를 진하는 펙틴가수

분해효소의 활성, 미생물의 성장과 계있다(Bueschor et al., 1979; Drake and Spayd, 1983; 

McCready and McComb, 1954).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열과 감마선 병용처리 만으로는 펙틴가

수분해효소를 완벽하게 불활성화 시킬 수 없어 장  김치조직의 연화를 완 히 막을 순 없

었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론 으로 질소치환포장은 가열-감마선 조사로 병용처리된 김치의 

조직감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연화 상을 해하기 한 다른 가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단되었다. 

  (4) 능평가

  가열처리, 가열-감마선조사,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조사 실험구들의 장  능  품질

평가 결과를 Table 17에 나타내었다. 장 기의 능평가 결과 비조사 조구가 색상, 조직

감, 맛, 풍미, 체  기호도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가열 단독 처리구, 가열

-감마선 처리구, 질소치환포장-가열-감마선처리구 모두 비조사 조구 보다 낮은 수를 받았지

만 체  기호도는 모든 패 에 의해 수용가능한 수 으로 평가되었다. Song 등(2004)은 고선

량 조사된 김치는 색상, 풍미와 조직감 면에서 비조사 는 선량 조사된 김치에 비해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10일간의 장 후 비조사 조구와 가열 단독 처리구의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3  이하로 매우 낮게 평가된 반면 가열-감마선 처리구와 질소치환

포장-가열-감마선 처리구의 항목들은 3-5  정도로 평가되었다. 한, 30일 장 후 질소치환포

장-가열-감마선 처리구의 색상, 조직감, 맛, 풍미, 체  기호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능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질소치환포장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 22 -

Table 16. The hardnes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days)

0 10 20 30

Control   1694±127
a1)A2)

1295±118
aB

681±92
aC

485±79
abD

HT
3)

1528±105
aA

1074±97
bB

792±75
aC

594±95
aD

HT-IR4) 927±73cA 695±58dB 496±52bC 429±47bC

N2-HT-IR5) 1129±82bA 894±61cB 745±83aC 653±68aC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HT : heated at 60℃ for 30 min.

4)
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5)
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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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Sample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trol 6.9±0.5
a1)

6.9±0.6
a

6.6±0.7
a

6.8±0.5
a

6.8±0.6
a

HT2) 6.6±0.4a 6.6±0.8a 6.4±0.5a 6.7±0.8a 6.4±0.5a

HT-IR3) 6.2±0.5a 5.3±0.3b 4.2±0.6c 5.4±0.4b 4.2±0.4b

N2-HT-IR4) 6.5±0.6a 5.8±0.5ab 5.2±0.4b 5.8±0.5ab 5.1±0.5b

10

Control 6.7±0.4a 5.9±0.8a 1.5±0.3b 1.8±0.2b 1.7±0.3b

HT 6.4±0.7
a

5.4±0.4
a

2.6±0.4
b

2.3±0.4
b

2.4±0.5
b

HT-IR 4.9±0.5b 4.8±0.3a 5.0±0.6a 5.2±0.8a 5.1±0.7a

N2-HT-IR 5.1±0.4b 5.1±0.5a 5.7±0.5a 5.9±0.6a 5.8±0.6a

20

Control 6.3±0.6
a

4.7±0.6
a

1.4±0.4
b

1.4±0.2
b

1.5±0.2
b

HT 6.2±0.5a 4.5±0.3a 2.1±0.3b 2.0±0.3b 1.9±0.4b

HT-IR 4.1±0.3b 4.4±0.5a 4.4±0.6a 4.7±0.6a 4.4±0.4a

N2-HT-IR 4.6±0.5
b

4.7±0.4
a

5.3±0.5
a

5.4±0.4
a

5.3±0.5
a

30

Control 6.1±0.7a 4.1±0.3a 1.1±0.3b 1.2±0.3b 1.2±0.2b

HT 5.7±0.5a 4.2±0.2a 1.8±0.2b 1.9±0.3b 1.3±0.4b

HT-IR 3.9±0.3
b

3.9±0.4
a

3.7±0.6
a

4.5±0.6
a

3.9±0.5
a

N2-HT-IR 4.2±0.4b 4.5±0.5a 4.9±0.5a 4.9±0.4a 4.8±0.7a

1)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2)HT : heated at 60℃ for 30 min.

3)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heating at 60℃ for 30 min.

4)N2-HT-IR : gamma irradiated at 25 kGy after N2-packaging and heating at 60℃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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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마선 조사 온도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1) 미생물학  품질평가

  질소치환 포장 후 60℃ 온수에 30분간 담근 다음 25℃, -20℃, -70℃, -178℃에서 조사된 김치

의 장 기간에 따른 총균수, 젖산균수 측정결과를 Table 18과 19에 각각 나타내었다. 장 

기 비조사구의 총균수와 젖산균수는 8 Log CFU/g 수 으로 나타났으며 30일의 장 기간 동

안 큰 변화는 없었다. 25 kGy의 선량으로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시료

들에서는 30일의 장 기간 동안 세균  젖산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멸균된 것으로 단

되었다. 미생물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은 식품 내 성분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Sommers 

and Thayer, 2000). 이온화 방사선 활성의 첫 번째 단계는 물 분자로부터 hydroxyl radical과 

hydrogen의 생성이다(Diehl, 1995). 일반 으로 최  -20℃ 근처에서는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

이 증가되며, 냉동상태와 같이 제한된 자유수 조건 하에서는 세균 오염을 감소시키기 해 더 

높은 조사선량이 요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Sommers et al., 2002; Thayer and Boyd, 2001). 

본 실험에서 25 kGy의 감마선 선량은 온도 감소에 의해 방사선 항성이 증가된 미생물을 사

멸하기에 충분한 선량으로 단되었다. 즉, 일차 으로 가열에 의해 숙성된 김치 내 미생물들

이 감소되었고, 이후의 25 kGy의 감마선 조사는 온도에 의해 항성이 증가된 균이라 할지라

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선량이라고 단되었다. 

Table 18.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growth of total viable cell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14 8.47 8.63 8.79

20℃ ND
1)

ND ND ND

-20℃ ND ND ND ND

-70℃ ND ND ND ND

-178℃ ND ND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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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8.12 8.39 8.64 8.73

20℃ ND
1)

ND ND ND

-20℃ ND ND ND ND

-70℃ ND ND ND ND

-178℃ ND ND ND ND

1)
ND : not detectable at detection limit less than 102.

  (2) pH와 산도

  김치는 신맛과 탄산미를 가지기 때문에 pH와 산도는 김치의 발효지표이며 주된 품질특성으

로 선택할 수 있다(Hong and Park, 2000). 여러 온도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시료의 장  

pH와 산도변화를 Table 20과 21에 각각 나타내었다. 장 기 모든 시료의 pH와 산도는 각

각 4.4와 0.3% 이 고, 김치시료 간 유의차는 없었다. 일반 으로 pH가 약 4.2일 때 김치는 최

고의 맛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Mheen and Kwon, 1984). 비조사구의 경우 장기간에 따라 

미생물의 생육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pH는 감소하 고 산도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

다. 한편, 다양한 온도별로 방사선 조사된 모든 시료들은 조사 시 온도에 계없이 pH와 산도

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3) 경도변화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시료의 35℃ 장  경도변화를 Table 22

에 나타내었다. 장 기 김치의 경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했으나 -20℃에서 조사했을 

경우 경도감소가 완화되었다. 한, 장기간 동안 냉동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경도

는 비조사구  실온 조사된 시료에 비해 감소폭이 었다. 특히, -70℃에서 감마선 조사된 후 

30일이 경과한 김치의 경도는 모든 시료들의 경도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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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pH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4.43±0.02
a1)A2)

3.92±0.01
bB

3.69±0.02
bC

3.62±0.02
bD

20℃ 4.45±0.02
aA

4.42±0.02
aA

4.37±0.02
aAB

4.37±0.02
aB

-20℃ 4.42±0.01
aA

4.39±0.02
aAB

4.36±0.01
aB

4.36±0.02
aB

-70℃ 4.44±0.02
aA

4.41±0.01
aAB

4.39±0.02
aB

4.37±0.01
aB

-178℃ 4.43±0.01
aA

4.38±0.02
aB

4.39±0.02
aB

4.38±0.02
aB

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1.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acid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0.32±0.02
a1)D2)

0.97±0.03
aC

1.19±0.03
aB

1.28±0.05
aA

20℃ 0.34±0.01aA 0.35±0.03bA 0.35±0.02bA 0.36±0.02bA

-20℃ 0.33±0.02aB 0.35±0.01bAB 0.37±0.02bA 0.38±0.02bA

-70℃ 0.31±0.01aB 0.33±0.02bAB 0.35±0.01bA 0.36±0.03bA

-178℃ 0.32±0.01
aB

0.34±0.02
bAB

0.36±0.02
bA

0.37±0.02
bA

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일반 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셀룰로오스 섬유는 깨지고, 조직은 연해진다. 방사선에 의

해 물분자의 이온화로부터 생성되는 강력한 라디칼들은 김치분자와 랜덤하게 반응하고, 

carbohydrate의 glycosidic bond는 ester bond와 함께 라디칼 반응에 의해 끊어진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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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의 조직이 연해진다(Kim et al., 2007; Nayak et al., 2007; Prakash et al., 2002). 그러나 냉

동상태 하에서 감마선 조사를 하면 리라디칼과 방사선 분해산물의 생성이 억제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Furuta et al., 1992; Raffi and Agnel, 1983). 한 자 미경 상에서 형태학 으로 

찰했을 때, -70℃로 냉동된 김치의 세포구조가 -20℃냉동보다 괴가 덜 되었다고 보고되었

다(Yang et al., 2003). 본 실험의 결과는 이러한 보고들에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

라 김치의 연화 상을 완화시키기 한 방법으로 -70℃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22.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hardness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temperature

(℃)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1972±67
a1)A2)

1395±48
aB

942±32
cC

617±39
cD

20℃ 1186±42
dA

994±27
eB

845±22
dC

639±25
cD

-20℃ 1247±51
cdA

1026±43
dB

961±49
cBC

796±44
bD

-70℃ 1528±65bA 1284±47bB 1123±51aC 958±39aD

-178℃ 1349±53cA 1145±52cB 1018±46bC 872±48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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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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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능평가

  25℃, -20℃, -70℃, -178℃에서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장  능평가 결과를 Table 23에 

나타내었다. 앞선 실험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의 능  품질은 감소하 다. 그러나 

냉동조건 하에서 감마선 조사는 이러한 김치의 품질 하를 막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그 뿐

만 아니라 -70℃에서 조사된 김치의 능  품질은 비조사 조구와 유사하 다. 30일의 장 

기간  비조사 조구의 능  품질은 감마선 조사된 시료들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다. 반면 

-70℃에서 조사된 김치의 능  품질은 모든 김치시료들 보다 더 우수했다. 이는 냉동조건 하

에서 방사선 조사된 채소는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고, 물리 , 능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Farkas, 1987; Farkas, 1997; Niemira et al., 2002; Sommers et al., 2004; Valdivia et al., 2002)

는 선행보고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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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s on the sensory quality of Kimchi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Irradiation 

temperatur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trol  6.9±0.4
a1)

6.9±0.6
a

6.6±0.5
a

6.8±0.4
a

6.8±0.5
a

20℃ 6.3±0.5a 5.6±0.4b 5.2±0.3b 5.6±0.4b 5.1±0.3b

-20℃ 6.5±0.3a 5.9±0.4ab 5.9±0.4ab 5.9±0.5ab 5.6±0.4b

-70℃ 6.7±0.4
a

6.5±0.3
a

6.5±0.5
a

6.7±0.6
a

6.6±0.3
a

-178℃ 6.6±0.3a 6.2±0.5a 6.1±0.4a 6.2±0.3a 6.2±0.3ab

10

Control 6.7±0.4
a

5.9±0.3
a

1.5±0.2
b

1.8±0.2
c

1.7±0.3
c

20℃ 5.1±0.4
b

5.1±0.6
a

5.3±0.5
a

5.5±0.4
b

5.4±0.4
b

-20℃ 5.8±0.5
ab

5.3±0.4
a

5.7±0.4
a

5.8±0.5
ab

5.7±0.5
ab

-70℃ 6.4±0.3
a

5.8±0.4
a

6.2±0.6
a

6.4±0.4
a

6.3±0.4
a

-178℃ 6.2±0.6a 5.5±0.5a 5.9±0.4a 6.1±0.5a 5.8±0.5a

20

Control 6.3±0.3
a

4.7±0.4
a

1.4±0.3
c

1.4±0.2
c

1.5±0.2
c

20℃ 4.6±0.5
b

4.9±0.3
a

5.1±0.5
b

5.1±0.4
b

5.2±0.3
b

-20℃ 5.2±0.6ab 5.1±0.5a 5.5±0.4ab 5.4±0.5ab 5.4±0.5ab

-70℃ 6.1±0.4a 5.6±0.5a 6.4±0.6a 6.5±0.6a 6.5±0.4a

-178℃ 5.7±0.5a 5.3±0.4a 5.6±0.3a 5.9±0.5a 5.6±0.4a

30

Control 6.1±0.6a 4.1±0.3b 1.1±0.3c 1.2±0.3c 1.2±0.2c

20℃ 4.2±0.5
b

4.5±0.5
ab

4.9±0.5
b

4.7±0.4
b

4.8±0.4
b

-20℃ 4.9±0.4
b

4.7±0.5
a

5.1±0.4
b

5.4±0.5
ab

5.1±0.5
ab

-70℃ 5.8±0.4
a

5.4±0.4
a

6.3±0.3
a

6.2±0.6
a

6.3±0.6
a

-178℃ 5.3±0.5
ab

5.1±0.5
a

5.4±0.4
b

5.7±0.4
a

5.3±0.5
a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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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lectron Spin Resonance (ESR) 측정

  조사온도 감소에 의한 능품질 하 완화 효과가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의 감

소에 의한 향인지를 확인하기 해 다양한 온도로 조사된 김치의 ESR 스펙트럼과 signal 강

도를 측정하 고 그 결과를 Fig. 5, 6에 나타냈다. 조사온도와 선량이 낮을수록 ESR signal 강

도는 감소했다. 이 결과에 따라 조사선량에 따라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의 양이 달라지며 조사온

도가 낮을수록 자유라디칼의 생성이 해되어 화학  변화에 의한 김치의 능  품질과 경도

의 변화가 감소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물은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화학변화에 요

한 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수분의 방사선 분해산물들이 화학변화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순수한 물이 방사선 조사될 때, 다량의 aqueous electrons, hydroxyl 

radical, hydroperoxyl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들이 생성되나 냉동상태에서 수분의 

방사선 분해인자들의 반응은 차단되고, 그 결과 각각의 성분들은 자유로운 결합이 불가능해진

다고 하 다(Furuta et al., 1992). 한 본 실험은 자유수가 액체형태를 가질 때 자유라디칼과 

이온의 분산이 활발해지고 냉동(결정형) 는 제한 (건조형태)일 때 자유수의 분산은 억제된다 

보고(Raffi and Agnel, 1983)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 ESR spectrum of Kimchi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temperature. a, room 

temperature; b, -20℃; c, -70℃; d,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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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termination of ESR signal intensity of Kimchi irradiated at various doses and 

temperature.

  마. 식품첨가물에 의한 능  품질 개선 효과

  (1) 비타민 C 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가) 비타민 C 최  첨가량 결정

  김치에 한 비타민 C의 최  첨가량 결정을 해 비타민 C를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

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24) 김치의 색상, 맛, 풍미  종합  기호도에서 비타민 C

를 0.3% 첨가할 경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시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비타민 C의 최  첨가량은 0.3%로 설정하 다.  

  (나) 비타민 C 첨가 후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경도

  김치에 비타민 C를 0.3% 첨가한 후 상기에서와 같이 최  병용처리 조건으로 확인된 질소치

환-가열-냉동감마선조사 처리후 장 기간  경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5에 나타내었

다. 시료들의 기 경도는 비조사 조구 〉비타민 C첨가 감마선 조사구 〉감마선 단독 조사

구 순서 으며, 30일 장 후 비조사 조구의 경도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격하게 감소하

다. 일반 으로 식품에 첨가된 항산화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과 식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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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들 간에 경쟁 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Yoshida and Takagi, 1999). 따라서 본 실험

에서 첨가된 비타민 C는 천연항산화제로써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마선에 의한 김치 조직의 연화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었다. 즉 비타민 C의 첨가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식품 내 

산화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김치 조직의 경도 하를 해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비

타민 C 0.3%의 첨가는 25 kGy로 감마선 조사된 김치의 경도 감소 완화에 효과 인 것으로 사

료되었다.  

Table 24.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with various concentrates of vitamin C

 

Concentrate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6.9±0.3
a1)

7.0±0.5
a

6.8±0.4
a

6.9±0.4
a

0.1 6.8±0.6a 6.8±0.4a 6.8±0.5a 6.8±0.6a

0.2 6.7±0.5
a

6.8±0.3
a

6.8±0.3
a

6.8±0.5
a

0.3 6.8±0.4a 6.9±0.5a 6.7±0.6a 6.8±0.5a

0.5 6.7±0.5
a

6.5±0.2
a

6.8±0.4
a

6.4±0.3
a

0.7 6.8±0.2a 5.8±0.4b 6.6±0.3a 6.0±0.5ab

1.0 6.6±0.3
a

4.9±0.3
c

6.6±0.2
a

5.1±0.4
b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5. Effect of vitamin C (0.3%) on the hardnes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during 

storage at 35℃

day Control
3)

Unadded
4)

Vitamin C

0 2136±94
a1)A2)

1165±46
aC

1359±41
aB

30 931±61
bA

429±32
bC

512±37
bB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ion kimchi. 

4)Unadded : unadded vitamin C but irradiated at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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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칼슘염 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가) 최  칼슘염 종류 선별  첨가량 결정

  김치에 칼슘염을 첨가하기 한 최  칼슘염 종류 선별  첨가량 결정을 해 각각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를 0.01%에서 0.03% 까지 첨가한 후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Table 26) calcium lactate가 다른 칼슘염 에 비해 능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치에 첨가하기 한 칼슘염의 최  첨가량은 칼슘종류에 

계없이 0.01%까지는 능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02% 이상 첨가

할 경우 능  품질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하 실험은 종류에 계없이 칼슘염을 0.01% 

첨가하는 것으로 고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26.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calcium salts (%)

Sampl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
2)

0 6.9±0.6
a1)

6.7±0.4
a

6.9±0.3
a

6.8±0.5
a

6.9±0.7
a

Calcium

lactate

0.01 6.8±0.4a 6.7±0.7a 6.8±0.6a 6.8±0.4a 6.8±0.5a

0.02 6.7±0.2
a

6.8±0.5
a

5.2±0.4
b

6.4±0.2
a

5.1±0.4
b

0.03 6.6±0.5a 6.9±0.8a 4.8±0.2b 6.3±0.3a 4.7±0.2b

CON 0 6.9±0.6
a

6.7±0.4
a

6.9±0.7
a

6.8±0.5
a

6.9±0.7
a

Calcium

acetate

0.01 6.6±0.4a 6.7±0.8a 6.5±0.5a 6.6±0.7a 6.5±0.3a

0.02 6.4±0.6
a

6.6±0.3
a

4.9±0.2
b

6.4±0.4
a

4.8±0.2
b

0.03 6.4±0.3a 6.8±0.6a 4.4±0.4b 6.1±0.3a 4.3±0.3b

CON 0 6.9±0.6
a

6.7±0.4
a

6.9±0.3
a

6.8±0.5
a

6.9±0.5
a

Calcium 

chloride

0.01 6.7±0.8a 6.6±0.6a 6.2±0.5a 6.6±0.6a 6.3±0.6a

0.02 6.6±0.5
a

6.8±0.3
a

4.5±0.3
b

6.4±0.4
a

4.4±0.3
b

0.03 6.5±0.4a 6.7±0.7a 4.1±0.4b 6.4±0.7a 4.1±0.4b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CON : unadded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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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슘염 종류별 김치의 경도

  김치에 3종의 칼슘염을 각각 0.01% 첨가한 후 상기에서와 같이 최  병용처리 조건으로 확

인된 질소치환-가열-냉동감마선조사 처리후 장 기간  경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7

에 나타냈다. 김치의 경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 으나 칼슘 첨가에 의해 경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도의 순서는 감마선 비조사 조구 〉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 > 무첨가구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장 30일 장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경도가 감소하 으나, 무첨가 조구의 경도는 다른 처리구들과 비교할 때 격하게 

감소하 다. 한편, calcium lactate 첨가구의 경도는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가 첨가된 

김치의 경도 보다 더 높았다. 이는 김치의 경도는 pectin과 같은 세포벽 내 polysaccharides와 

한 련이 있으며(Lee and Rhee, 1986) calcium lactate로부터 용해된 calcium 이온은 

pectin과 결합하여 조직의 경도를 증가시킨다(McFeeters, 1992)는 보고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한 Magee 등(2003)의 1% calcium chloride 는 2% calcium lactate 용액에 로만

토마토 조각을 담갔을 때 조직이 강화되고, 수용성 pectin이 감소했다는 보고와 Gunes 등

(2001)의 얇게 자른 사과를 calcium용액에 담갔을 때 경도가 증가했다는 보고, 그리고 Fan 등

(2005)은 방사선 조사  장  얇게 자른 과일이 연화되었지만 calcium acetate 처리에 의해 

장  경도 감소를 일 수 있었다는 보고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lcium lactate 처리

는 방사선 향으로부터 김치조직의 연화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27. Hardness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and added with various calcium salt 

during storage at 35℃

Day Control3)

0% 0.01%

Unadded4) Calcium 

lactate

Calcium 

acetate

Calcium 

chloride

0  
1953±94

a1)A2) 976±46aD 1326±59aB 1085±41aC 1265±53aB

30 849±38
bA

361±32
bD

814±31
bA

636±27
bC

773±36
bAB

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
CON : non-irradiated Kimchi.

4)
Unadded : unadded with calcium salt and irradiated at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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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칼슘염 첨가에 따른 능  품질 변화

  Calcium lactate, calcium chloride, calcium acetate를 각각 0.01% 첨가한 김치의 기, 30일

간의 장 후 능  품질평가 결과를 Table 28에 나타냈다. 칼슘염을 첨가한 후 질소치환-가

열-냉동감마선조사 처리한 김치의 기 능  품질평가 결과 calcium lactate가 첨가된 김치의 

조직, 맛, 체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칼슘이 첨가되지 않은 실험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

게 평가되었다(p〈0.05). 한편, 30일 장 후 능  품질을 평가한 결과 calcium lactate 첨가 

김치와 비조사구의 조직감에 있어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alcium lactate 첨

가 김치의 조직감이 무첨가 실험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alcium lactate 0.01%의 

첨가는 장 기간에 따른 김치의 연화 상을 억제하여 조직감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효과 이

라고 단되었다. 한 30일 장 후 비조사구의 체 인 기호도는 신맛으로 인해 낮게 평가

된 반면 calcium lactate 0.01% 첨가된 김치의 체 인 기호도는 30일의 장 후 거의 감소되

지 않았으며 사용된 칼슘염들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칼슘첨가에 의한 채소류의 경도 증가

에 한 몇몇 보고들에 따르면 calcium lactate 처리된 채소류의 경도는 calcium chloride가 첨

가된 채소류 보다 더 강했다고 보고되었으며(Luna-Guzman and Barrett, 2000), 다양한 칼슘염

들의 첨가 후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채소류의 조직연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Gunes et al., 2001; Fan et al., 2005). 

Table 28. Sensory evaluation of Kimchi irradiated at 25 kGy and added with various 

calcium salt (0.01%) during storage at 35℃

Day Sample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nce

0

Control2) 6.9±0.7a1) 6.7±0.6a 6.7±0.8a

Unadded3) 4.3±0.2c 4.3±0.3c 4.6±0.4b

Calcium lactate 6.1±0.5a 6.2±0.6a 6.1±0.5a

Calcium acetate 5.2±0.4
b

5.5±0.5
b

5.6±0.3
ab

Calcium chloride 5.7±0.6
ab

5.7±0.6
ab

5.9±0.6
a

30

Control 5.2±0.5
a

2.3±0.2
c

2.1±0.2
c

Unadded 3.1±0.2c 4.4±0.5b 4.5±0.3b

Calcium lactate 4.8±0.6a 5.8±0.6a 5.9±0.7a

Calcium acetate 3.7±0.3b 5.1±0.4ab 5.3±0.5a

Calcium chloride 4.4±0.4
ab

5.3±0.5
a

5.4±0.6
a

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CON : Non-irradiated Kimchi.

3)
Unadded : unadded with calcium salt and irradiated at 25 kGy.



- 35 -

 다. 비타민 C  칼슘염 혼합첨가가 김치의 품질에 미치는 향

  (1) 비타민 C와 칼슘이 첨가된 김치의 경도 변화

  상기에서 확인된 최  첨가조건에 따라 비타민 C 0.3%와 calcium lactate 0.01%를 첨가한 후 

질소치환포장-가열-냉동 감마선조사 처리된 김치의 30일 장기간  경도 변화를 Table 29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직후 기 경도는 비조사구 〉비타민 C  calcium lactate 첨가구 > 

무첨가구 순으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p〈 0.05). 한편, 30일의 장기간 동안 비조사구의 경

도는 지속 인 발효  산도 증가로 인해 격히 감소하 으나 감마선 병용처리된 실험구들의 

경도의 경우 감소폭이 었다. 그러나 감마선 병용처리된 실험구들 에서 비타민 C와 

calcium lactate가 첨가된 실험구의 기 경도가 무첨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30일 장 후에도 

비타민 C와 calcium lactate 첨가구의 경도가 비조사구 는 무첨가구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한, 비타민 C 는 칼슘염을 단독으로 첨가했을 때 보다 비타민 C와 칼슘염을 혼합처리할 

경우 경도개선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기 되었다. 일반 으로 식물 조직의 연화는 

pectinmethylesterase에 의해 세포내 pectin의 부분 인 demethylation 때문에 발생한다

(Fleming et al., 1991). 본 실험에서 사용된 calcium lactate의 첨가는 칼슘염이 "egg box" 겔 

구조 안에서 부분 으로 탈메틸화된 pectin들과 이가 결합을 형성하여 식물조직의 경도를 강화

시켜 다는 보고(MeFeeters et al., 1991)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식품 내 산화반

응을 억제하는 항산화제의 효과는 잘 연구되어 있으며 식품에 첨가된 항산화제는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과 식품 내 성분들 간에 경쟁 으로 반응한다고 보고되었다

(Yoshida and Takagi, 1999). 이러한 선행 보고들을 토 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비타민 C의 첨

가는 방사선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식품 내 산화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김

치 조직의 경도 하를 해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2) 리카색소  김치향 첨가가 김치의 능  품질에 미치는 향

  (가) 리카색소의 최  첨가량 결정

  식품의 색도는 체 인 기호도에 향을 주는 주된 요소  하나이다. 따라서 기호도 증진

을 목 으로 방사선에 의한 식품의 탈색을 보완하기 해 천연색소를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붉은색을 부여할 수 있는 천연색소에는 코치닐, 드비트, 홍국색소, 양배추, 리카

색소 등이 있는데 이  리카색소가 김치의 색과 맛에 가장 합할 것으로 단하여 

리카색소를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여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30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의 색,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리카색소를 0.2% 첨가할 경우 모든 항목

에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다. 따라서 이하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김치의 탈색반응을 효

과 으로 보완하기 해 리카색소 0.2%를 첨가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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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Hardness of Kimchi added with vitamin C, calcium lactate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at -70℃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oC (days)

0 10 20 30

Control3)   1832±67a1)A2) 1574±51aB 968±49aC 683±32bD

Unadded4) 1183±48cA 957±34cB 824±28bC 749±37bD

Added
5)

1558±52
bA

1326±57
bB

1037±62
aC

931±48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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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CON : non-irradiated Kimchi. 

4)Unadded : unadded with vitamin C and calcium lactate.

5)Added : added with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나) 리카색소 첨가에 의한 김치의 색도 변화

  리카색소 0.2%를 첨가하여 질소치환포장-가열-냉동방사선 조사된 김치의 색도를 측정

하 고 그 결과를 Table 31에 나타내었다. 장 기 리카색소가 첨가된 실험구의 색도

는 비조사구  리카색소 비첨가구 보다 높았다. 그러나 30일의 장 기간  비조사구  

리카색소 비첨가구의 색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는 반면 리카색소가 첨가된 실험구

의 경우 색도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리카색소 첨가 김치의 30일 경과 후 

색도는 비조사구의 색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을 조사한 김치

의 경우 조사선량에 의존 으로 김치 본래의 색인 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

(Kim et al., 2006; Song et al., 2004; Song et al., 2004)와 일치하 다. 한편, Kim 등(2001)은 고

춧가루 신에 리카를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 을 때, 김치의 매운맛을 이고 색이 강

화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우주김치의 개발을 목 으로 실시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김치의 탈색을 방지하기 한 리카색소의 사용이 능  품

질 개선에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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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paprika extract (%)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5.2±0.3
b1)

6.7±0.4
a

6.7±0.6
a

6.2±0.5
ab

0.1 5.6±0.5ab 6.3±0.5a 6.5±0.4a 5.4±0.4b

0.2 6.8±0.7a 6.1±0.5a 6.6±0.5a 6.6±0.6a

0.3 6.4±0.5a 4.8±0.4b 6.6±0.6a 4.6±0.3c

0.5 5.4±0.4
b

3.2±0.3
c

6.4±0.4
a

3.4±0.4
d

0.7 4.2±0.6
c

3.0±0.4
c

6.4±0.7
a

3.0±0.4
de

1.0 3.8±0.3
c

2.8±0.2
c

5.8±0.3
a

2.6±0.2
e

1)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1. Redness of Kimchi added with paprika extract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on at -70℃ during storage at 35℃

Sample

Storage at 35℃ (days)

0 10 20 30

Control
3)

  31.72±0.08
b1)A2)

30.45±0.06
bB

29.63±0.04
bC

28.74±0.05
bD

Unadded4) 31.58±0.06bA 30.24±0.09cB 29.37±0.03cC 27.65±0.03cD

Added5) 33.28±0.11aA 32.62±0.05aB 31.41±0.06aD 32.17±0.07aC

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
CON : non-irradiated Kimchi. 

4)
Unadded :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frozen at -7

0℃,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5)
Added : added with oleoresin paprika and combin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frozen at -70℃,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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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김치향의 최  첨가량 결정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는 식품 내 향기성분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풍미에 한 기

호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래한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능  품질의 하를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 김치향을 0.1% 에서 1.0% 까지 첨가하 으며 최  첨가량 결정을 한 능평가 결

과를 Table 32에 나타냈다. 그 결과 김치의 맛, 풍미  종합  기호도는 0.2% 첨가할 경우 모

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 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주김치개발을 한 풍미증진의 

방안으로 김치향 0.2%를 첨가함으로써 방사선을 조사에 따라 생성되는 이취를 효율 으로 마

스킹 하고자 하 다.

  바. 우주김치 최종제품 제조  품질평가

  본 연구에서는 우주김치 개발을 목 으로 멸균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사용하 으나 감

마선 조사에 의해 하된 능  품질을 개선하기 한 여러 가지 식품가공기술을 도입한 병

용처리기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앞선 연구결과를 토 로 방사선 조사기술  능품질 

개선을 해 다양한 병용처리기술을 조합한 우주김치 최종 제조공정도를 Fig. 7에 나타냈다. 

즉, 숙성 기의 김치에 리카추출액 0.2%, 김치향 0.2%, 비타민 C 0.3%, calcium lactate 

0.01%를 각각 첨가한 후 질소치환 포장한 다음 포장된 김치를 60℃ 온수에 30분간 담그고 

deep-freezer에서 3일간 냉동시켜 드라이아이스를 채운 상자에 넣은 후 25 kGy의 흡수선량으

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우주김치를 제조하 다. 최종 공정에 의해 제조된 우주김치는 어떠한 처

리도 하지 않은 비처리 조구와 능품질 비교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3에 나타내

었다. 제조된 우주김치의 기 능  품질은 비처리 조구와 유사하 으나 35℃에서 장 기

간에 따라 비처리 조구의 능  품질은 하되는 반면 우주김치의 능  품질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처리 조구의 경우 35℃에서 10일이 경과한 후 능  품질이 격하게 

하하 고 이는 지속 인 김치 내 미생물의 발육에 의해 산미, 조직의 연화 상 등이 일어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우주김치의 경우 35℃에서 30일간 장 후에도 능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마선조사  병용처리에 의해 우주김치 내 미생물이 

멸균되었으며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에 의해 능품질이 개선되고 유지되었다고 단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병용처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치조직의 연화작용을 일으키는 요소  하나

인 다양한 효소들을 불활성 시키지는 못하 으며 향후 생화학 인 기술들을 목시켜 능  

품질이 더 우수한 우주김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 39 -

Table 32. Sensory evaluation of the Kimchi added at various levels of artificial Kimchi 

flavor (%)

%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6.5±0.6
a1)

6.5±0.3
a

6.2±0.5
a

6.4±0.3
a

0.1 6.6±0.4a 6.6±0.5a 6.4±0.3a 6.5±0.5a

0.2 6.6±0.5
a

6.9±0.4
a

6.8±0.6
a

6.9±0.5
a

0.3 6.5±0.5
a

5.7±0.3
ab

6.5±0.5
a

6.4±0.4
a

0.5 6.4±0.3a 5.8±0.5ab 6.3±0.4a 5.7±0.3ab

0.7 6.4±0.4
a

5.0±0.5
b

6.1±0.5
a

5.0±0.4
b

1.0 6.2±0.5a 4.0±0.2c 5.8±0.3a 4.2±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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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 Comparison of space Kimchi with the non-treated Kimchi in sensory quality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days)
Sample

Sensory quality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0
CON

2)
6.7±0.6

a1)
6.8±0.5

a
6.9±0.9

a
6.9±0.5

a

Space Kimchi
3)

6.9±0.5
a

6.7±0.7
a

6.9±0.5
a

6.8±0.8
a

10
CON 6.4±0.4

ab
1.8±0.1

b
2.1±0.3

b
1.7±0.2

b

Space Kimchi 6.7±0.3a 6.5±0.3a 6.6±0.4a 6.5±0.7a

20
CON 6.5±0.6a 1.4±0.2b 1.8±0.2b 1.4±0.2b

Space Kimchi 6.4±0.4a 6.2±0.6a 6.5±0.3a 6.2±0.4a

30
CON 6.1±0.6

a
1.1±0.1

c
1.2±0.2

c
1.2±0.2

c

Space Kimchi 6.5±0.8
a

6.3±0.4
a

6.5±0.3
a

6.3±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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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 non-treated Kimchi. 
3)

Space Kimchi : Kimchi was added with oleoresin paprika 0.2%, artificial Kimchi 

flavor 0.2%, vitamin C 0.3% and calcium lactate 0.01%, and treated with 

N2-packaging, heating at 60℃ for 30 min and gamma irradiation at 25 kGy under 

frozen temperature a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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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ly fermented Kimchi
(pH: about 4.5, acidity : about 0.3%)

↓

Adding the additives
(Kimchi flavor: 0.2%, Oleoresin paprika: 0.2%, 

Vitamin C: 0.3%, Calcium lactate: 10ppm)

↓

Nitrogen gas (Vacuum) packaging

↓

Heating at 60℃ for 30min

↓

Quick freezing at -70℃

↓

Gamma irradiation under frozen temperature
(in dry ice packaging)

 Fig. 7. Manufacturing processes of spac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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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사선방호  생체방호용 HemoHIM 가공기술 개발

 1. 우주여행(우주환경)용 HemoHIM 공  최  가공기술 개발

  가. 정제 제형 연구

  분말 제형으로 제조된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이용하여, 부형제로서 스테아린산, 마그

네슘, 탈크, 정제포도당을 이용하여 정제제형 제조공정을 확립하 으며 시작품을 제조하 다. 

정제 제형 시작품 제조를 한 공정을 아래와 같이 확립하 다.

- 원 료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 , 식품공 , 식품첨가물공  기  규격에 합한 원료

를 구매하여 품질 리 후 합한 것만 사용한다. 칭량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

구  용기는 세척 소독후 건조하여 사용한다.

- 칭 량 : 칭량용 울(1g-60Kg)에 당한 용기(비닐백 는 스테인 스용기)를 사용하여 아래 

원료들을 미생물의혼입우려가 없는 원료 칭량실에서 정확하게 칭량한다. (헤모힘, 스

테아린산마그네슘 1%, 탈크 0.5%, 정제포도당8%)

- 사 별 : 칭량된 원료를 정립기에서 20mesh로 사별한다.

- 혼 합 : 사별된 원료를 혼합실로 옮긴 후, 리본혼합기에 투입하고 집진장치를 가동한다. 혼합

기 속도를 25rpm으로하여 1시간동안 균질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 타 정 : 로타리 타정기의 청소상태  가동상태를 미리 확인 후 집진장치를 가동하고 타정기를 

이용하여 타정한다. 타정이 끝난 정제를 탈분기에 통과시켜 표면의 분진을 제거한다.

- 선 별 : 자동선별기를 이용하여 정제를 선별한다.

- 정제포장 : PE병 포장기를 이용하여 포장한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생약복합조성물의 정제 제형 시작품을 제조하 으며 (Fig. 1), 이에 

한 이화학  시험  미생물 시험을 수행하여 식품으로서 합함을 확인하 다 (Table 1, 2).

Fig. 1. HemoHIM 정제 제형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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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moHIM 정제 제형 시작품의 이화학  시험결과

구   분 기  
상온 36℃

비고
생산직후 1개월후 3개월후 생산직후 1개월후 3개월후

맛 ㆍ 〇 〇 〇 〇 〇 〇

향 ㆍ 〇 〇 〇 〇 〇 〇

색상 ㆍ 〇 〇 〇 〇 〇 〇

수분 10.0% 이하 3.46 4.16 4.56 3.46 4.89 5.21

속
2.0μg/kg

이하
- - - - - -

카라멜색소 - - - - - - -

붕해도 30

압력 5kg

Table 7. 정제 제형 시작품의 미생물 실험결과

구    분 기    
35℃±2℃

비고
생산직 후 1개월 후 3개월 후

장균군 음  성 음성 음성 음성

일반세균

(cfu/g)
1g당, 100,000이하 합 합 합

 나. 경질캅셀 제형 연구

  생약복합조성물의 하드캅셀 제형 시작품 제조를 한 공정을 아래와 같이 확립하 다. 분말 

제형으로 제조된 HemoHIM을 자동 경질캅셀충 기를 사용하여 1캅셀당 500mg의 생약복합조

성물 원료를 함유하는 pilot 하드캅셀 제형을 제조하 다(Fig. 2). 이때 HemoHIM 분말 60%, 

dextrin 40% 비율로 배합하여 시작품을 제조하 다. 

- 원 료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 , 식품공 , 식품첨가물공  기  규격에 합한 원료

를 구매하여 품질 리 후 합한 것만 사용한다. 칭량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

구  용기는 세척 소독후 건조하여 사용한다.

- 칭 량 : 칭량용 울(1g-60Kg)에 당한 용기(비닐백 는 스테인 스용기)를 사용하여 의 

원료들을 미생물의 혼입우려가 없는 원료 칭량실에서 정확하게 칭량한다.

- 사 별 : 칭량된 원료를 정립기에서 20mesh로 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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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상온 36℃

비고
생산직후 1개월후 3개월후 생산직후 1개월후 3개월후

맛 ㆍ 〇 〇 〇 〇 〇 〇

향 ㆍ 〇 〇 〇 〇 〇 〇

색상 ㆍ 〇 〇 〇 〇 〇 〇

수분 10.0% 이하 3.46 3.51 4.56 3.46 4.44 4.18

속
2.0μg/kg

이하
- - - - - -

카라멜색소 - - - - - - -

붕해도 20

- 혼 합 : 사별된 원료를 혼합실로 옮긴 후, 리본혼합기에 투입하고 집진장치를 가동한다. 혼합

기 속도를 25rpm으로하여 1시간동안 균질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혼합한다.

- 충  : 자동 경질캅셀충 기를 사용하여 일정량(1캅셀:500mg)을 0호 경질캅셀에 충 한다. 충

된 캅셀의 표면에 묻은 분말을 탈분기로 제거한다.

- 선별 : 자동선별기를 이용하여 캅셀을 선별한다.

- 캅셀 포장 : PE병 포장기를 이용하여 포장한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생약복합조성물의 하드캅셀 제형 시작품을 제조하 으며 (Fig. 2), 이에 

한 이화학  시험  미생물 시험을 수행하여 식품으로서 합함을 확인하 다 (Table 3, 4).

  

Fig. 2. HemoHIM 경질캅셀 제형 시작품

Table 3. HemoHIM 경질캅셀 시작품의 이화학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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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moHIM 경질캅셀 시작품의 미생물 실험 결과 

구    분 기    
35℃±2℃

비고
생산직 후 1개월 후 3개월 후

장균군 음  성 음성 음성 음성

일반세균

(cfu/g)
1g당, 100,000이하 합 합 합

 2. HemoHIM의 생체 용성 평가

   HemoHIM을 이용한 우주여행(우주환경)용 식품개발의 생체 용성을 평가하기 하여 스트

스 유발 마우스에서의 면역계 생체방호 효과를 검증하 다. 우주공간에서 우주인들은 다양한 

우주방사선을 받게되며, 특히 양성자는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장

기간 우주여행시의 정신  스트 스는 생체내의 스트 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기능

을 하시킨다. 따라서 스트 스 련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의 하나인 dexamethasone을 이

용한 면역기능 하 동물모델을 활용하여 우주여행시 생체방호에 한 HemoHIM의 생체 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가. 재료  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오리엔트에서 구입한 특정병원체 부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SPF) 로서 평균 체 이 22g 되는 8주령의 C57BL/6 (male)을 이용하 으며 동

물 실험실의 통제된 환경 (온도 22±1℃, 습도 60±5%, 조명 12시간 light-dark cycle)에서 사육

하 다. 한 사육하는 동안 무균 음수와 멸균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이 생활하는데 최 의 환경을 제공하 다.

   2) 실험동물(생쥐)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여  HemoHIM 투여 방법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면역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Dexamethasone(DEX)을 사용하

다. 생쥐에 DEX을 4mg/kgBW농도로 10일동안 피하주사 하 고, DEX을 주사하기 7일 부

터 DEX 주사 완료한 다음 날까지 HemoHIM (100mg/kgBW와 500mg/kgBW)을 경구투여 하

고, 각 군에는 6마리의 생쥐를 할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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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쥐 몸무게  비장무게 측정

   DEX과 HemoHIM을 투여하는 기간동안 이틀에 한번씩 체 을 측정하 으며, DEX 을 마지

막으로 주사한 날부터 3일후 부검하여 비장의 무게를 측정하 다.

   4) 생쥐 비장세포 분리  비장세포수 측정, 말 액내 구세포 계수

   상기 실험은 제 2 의 재료  방법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5) 면역세포 활성 측정

   Lymphocyte proliferation, lymphocyte의 cytokine (IFN-γ, IL-4) 분비량 측정, NK 세포 활

성 등의 면역세포 활성은 제 2 의 재료  방법에서 기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6) 비장 림 구의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analysis)

   생쥐에서 분리된 비장세포 부유액을 각 투여군별로 2개의 1.5 ml 원심분리용 튜 에 각각 

1x 106cells 씩 넣은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은 버리고 2% FBS, 0.1% sodium azide를 포함하

는 PBS 용액 (PBSAZ) 50㎕에 부유시켰다. 비장세포 부유액에 형 항체(면역세포 아군별로 특

이 인 항체에 형 물질을 붙인 것)를 넣은 후 30분간 4℃에 방치한 후 염색된 세포는 PBSAz

으로 두 번 세척하 다. 염색 후 세척된 세포는 0.5% paraformaldehyde를 넣어 고정시킨 후 

유세포분석 까지 4℃ 암소에 보 하 다. 각 면역세포 아군별 분포는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T 림 구 세포수는 CD3-PE, CD4-PE, CD8-FITC 항체를 이

용하여 CD3, CD4, CD8 표면항원을 갖는 세포별로 각각 분석했으며, B 림 구 세포수는 

CD45-R/B220-PE를 이용하여 CD45/B220 표면항원을 갖는 세포별로 분석하 고, 자연살해세포

(NK cell)의 수는 NK-1.1 표면항원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나. 결과

   1) Dexamethasone(DEX) 투여 생쥐에서 몸무게  비장무게 감소에 한 경감효과

   면역기능을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 스 호르몬 dexamethasone(DEX)을 10일동안 

피하주사하 는데, 주사시작한 날로부터 2일, 4일, 6일, 8일, 10일, 13일째 각각 생쥐 무게를 측

정하 다. 그 결과 DEX만 주사한 군은 지속 으로 몸무게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HemoHIM을 같이 투여한 군은 몸무게가 거의 감소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DEX의 피하주사를 종료하고, 3일후 생쥐를 희생시켜 비장무게를 측정한 결과, 몸무게와 마찬

가지로 DEX를 주사한 군은 비장무게가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HemoHIM 섭취는 DEX 투여

에 의한 비장무게 감소를 약간 경감시키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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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HemoHIM treatment on dexamethasone(DEX)-induced reduction of the 

body weight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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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HemoHIM treatment on dexamethasone(DEX)-induced reduction of the 

spleen weight in mice.     

   2) 비장세포 수 감소에 한 경감 효과

   DEX의 피하주사를 종료하고, 3일후 생쥐를 희생시켜 비장세포 분리후 비장세포 수를 측정

하 다. DEX만 주사한 군은 조군에 비해 비장세포수가 격히 감소되었으나, HemoHIM을 

같이 투여한 군에서는 비장무게가 조군 수 으로 유지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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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HemoHIM treatment on dexamethasone(DEX)-induced reduction of the 

splenocyte numbers in mice.

   3) 구세포 감소에 한 경감 효과

   Dexamethasone(DEX) 투여후 구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백 구의 수가 정상 생쥐에 비해 

약 70% 정도로 감소되었고, 반면 HemoHIM을 투여한 생쥐의 경우 백 구의 수가 거의 정상

수 으로 유지되었다(Fig. 4). 한 림 구의 수 역시 Dexamethasone(DEX) 투여군의 경우 정

상 조군에 비해 약 40% 정도로 감소되었고, 반면 HemoHIM 투여군의 경우 HemoHIM의 용

량에 의존 으로 림 구 감소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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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HemoHIM treatment on dexamethasone(DEX)-induced reduction of 

immune cell (WBC and lymphocyte) numbers in mice.

   4) 면역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향

   면역세포 활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세포활성물질(T세포 자극물질: Con A)를 첨가하

여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를 MTT assay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조군, DEX 단독 투여군, 

DEX와 HemoHIM 병용 투여군에서 유의 인 활성차이를 찰할 수 없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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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from the DEX-treated mice. The splen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 A in vitro.

   5) 면역세포의 cytokine 분비 개선 효과

   IL-4는 Th2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로 B세포를 자극하여 IgE를 분비시켜 알러지  천식반응

에서 요한 역할을 하며, IFN-γ는 NK세포, 식세포 등 여러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물질이

다. 생쥐의 비장에서 분리한 림 구를 Con A로 자극하 을 때, DEX 투여군에서는 IL-4의 분

비가 비정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HemoHIM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Fig. 6).  IFN-γ 분비

도 DEX 투여군에서 비정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HemoHIM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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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ytokine secretion of splenocytes from the DEX-treated mice. The splenocytes 

were stimulated with Con A in vitro.

   6) NK세포 활성에 미치는 향

   암세포를 살해하는 역할을 하는 NK세포의 활성은 YAC-1을 표  세포로 사용하여 측정하

다. 정상군과 Dexamethasone(DEX)투여군  HemoHIM 병용 투여군에서 유의 인 차이를 

찰할 수 없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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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HemoHIM on NK cell activity in dexamethasone(DEX)-treated mice.

   7) 비장 림 구의 아군별 세포수 변화에 한 경감효과

   정상 조군 비장 림 구 에서 CD4+세포 비율이 32.4% 던 것에 비해 

dexamethasone(DEX)을 투여군에서는 18%로 크게 감소하 으나 HemoHIM 병용투여군에서는 

24.1%와 23.6%로 비교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1). B cell (B220+ 세포) 역시 

dexamethasone(DEX)을 투여하면 그 비율이 감소하지만 HemoHIM을 투여에 의해 그 감소가 

경감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CD8+세포나 NK 세포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Table 1).

Table 1. Effects of HemoHIM on splenic cellularity in dexamethasone(DEX)-treated mice.

5.848.8 26.8 23.6 **30.9 HemoHIM200mg/kg

7.1 59.0*** 27.6 24.1* 31.2 HemoHIM100mg/kg

7.1 38.8 26.1 18.4 31.7 DEX

5.5 56.4 24.4 32.4 34.0 Control

NKB220+CD8+CD4+CD3+

Percentage of Lymphocyte subsets
Group

5.848.8 26.8 23.6 **30.9 HemoHIM200mg/kg

7.1 59.0*** 27.6 24.1* 31.2 HemoHIM100mg/kg

7.1 38.8 26.1 18.4 31.7 DEX

5.5 56.4 24.4 32.4 34.0 Control

NKB220+CD8+CD4+CD3+

Percentage of Lymphocyte subsets
Group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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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찰

   스테로이드 호르몬 의 하나인 Dexamethasone을 사용하여 면역기능이 하된 동물모델에

서 생약조성물(HemoHIM) 섭취에 의한 면역기능 지표 개선효과를 검색하 다. 그 결과 면역조

제의 활성을 평가하는 요한 지표인 면역장기의 변화에 해 HemoHIM은 확실한 효과를 

보 다. 본 모델에서는 면역세포의 활성  NK 세포의 활성 변화는 뚜렷하게 찰할 수 없었

다. 한편, HemoHIM이 면역세포의 IL-4  IFN-γ 분비 변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아 

Th1/Th2 반응을 상호보완 으로 조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HemoHIM은 스트

스 련 호르몬인 dexamethasone에 의해 하된 면역기능 지표에 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동물실험 결과로부터 우주여행(우주환경)에서의 스트 스 는 우주방

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면역기능 하를 HemoHIM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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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단기 우주여행용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핵

심 기술 개발

○ 단기 우주여행용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실효성 제고

 - 방사선기술 이용 단기우주여행용(1달) 우주김치 개발

 - 방사선기술 이용 단기우주여행용(1달) 밥류, 가공식품

(3종) 생산을 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된 우주식품 시제품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60 100

- RFP 비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

-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 SCI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실

▶ 방사선방호   생체방

호용  HemoHim 가공기

술 개발

○ 우주여행(우주환경)용 HemoHim 공  최  

가공기술 개발 

 - 방사선방호용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의 

우주에서의 섭취를 한 제형(정제, 경질캡슐) 

제조공정 확립  안정도 검증 

20 100

▶한국형 우주환경생명지원

시스템 구축을 한 기반

연구

○ 2008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  달기지에 견될  

한국 우주인을 한 한국식품 공 계획 수립

 -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기반 조성

 ․러시아 IBMP와 공동연구 약체결(‘06. 12)

 - 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한 국내외 련연구 

동향  선행연구자료 조사(KAERI/AR-743/2006)

 ․우주환경 생명지원시스템 구축을 한 연구 황분석

보고서 발간으로 련분야 연구개발 동향에 한 선

진 자료를 확보하여 차기 국가우주개발계획에서 등

한시 하고 있는 우주인 안  생환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기 우주 개발계획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단됨

○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소 Top Brand Project 사업 "

우주방사선 응  활용기술개발“ 과제에 ”방사

선기술 이용 우주식품 개발“ 세부과제 선정에 기여

20 100

총계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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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 기여도

  가. 기술  측면

  ▶ 21세기 본격 인 우주시 를 맞이하여 우주왕복선은 물론 우주정착기지에서의 첨단식품

시스템  우주인 생환지원시스템의 개발로 미래의 우주시 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유기체 사멸로 더욱 안 한 식품생산과 식품매개 질병 방에 따

른 성공 인 우주임무 수행 보장

     -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우주인에게 심리  안정감과 신체생

리  에 지 공 을 한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 핵심기술 확보 

  ▶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기술 개발로 국제  상 제고  련 세계시장 선

     -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에 활용

     - 고선량 이용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안 성에 한 기 연구 확립

     -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무균식 기술개발이 도입되면 단체 식을 비롯한 즉석식품

(ready-to-eat/ready-to-cook food)에 이용

     -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무균식 기술개발의 경우 무균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온열처리

에 의해 발생되는 품질 하 문제 들을 해결하며, 다양한 식품섭취 기회를 증

     - 한 조리(cooking), 포장(packaging), 선량 조사의 병용처리로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환자식 개발기술 확보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동식의 멸균으로 2차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성이 하되

고 소화율이 증가되는 죽․미음의 개발이 가능함. 한, 생  유아용 이유식과 선식 생

산에 이용

     - 해당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능성이 향상된 통발효식품의 가공기술을 확보할 경우 내수

증진, 수출 등을 통하여 련 산업  국가경제에 기여

     - 우주비행식량기술개발은 군 투비상식량으로도 이용 가능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HemoHim을 우주인 생체방호 기능성 식품으로 공 할 

수 있는 가공공정기술 개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의 활용극 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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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산업  측면

  ▶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유기체 사멸로 더욱 안 한 식품생산과 식품매개질병 방으로 공

보건 향상에 기여

  ▶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군 식체계/ 투식량/환자식/이유식/스포츠식 등 특수식량의 

양, 물성, 능  기호도를 고려하여 장성과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시 경제  이익

창출

  ▶ 고선량 이용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안 성 확보로 국민보건 증진/소비자 수

용성  실용화 확 로 련 산업계 활성화 진

  ▶ 해당 기술개발을 통하여 식품의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하는 미생물의 식품학 , 환경․생태

학  안 성  건 성이 확보될 경우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증

진시켜 련 산업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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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안 보장과 국가비상식량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식품가공기술 선진화  고도화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우주식품 생산기술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양, 물성, 능  기호도가 개선된 군 투식량  비상/특수목  식량으로 이용가능

  ▶ 방사선 기술과 첨단 식품 가공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 과 한계를 극복하여 

생 , 능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식품 가공법 개발  실용화 기술 제공 

  ▶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선량을 이용한 장기보존 편의식품  멸균식품의 개발

에 활용  

  ▶ 재 미국과 러시아만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환경생존시스템 핵심기술을 국내에서도 확보

함으로써 식품․생명, 의료, 농생물 분야 등에서 획기 인 국가과학기술 발 과 련 산

업체의 국가경쟁력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한국형 우주식품  생존시스템 개발로 국가 상 제고

   - 국가비상식량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 확보  

  ▶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홍보 교육 로그램에 활용

  ▶ 식품 생화 기술개발로 군부 , 학교, 병원 등 공공기 의 단체 식이나 패스트푸드 에

서의 식 독 방으로 공 생  국민보건 향상

  ▶ 군(軍) 식체계 등 특수식품 이용분야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로 식품기인 질병

방  생  식품생산․공 으로 투인력 보호에 따른 력증강 도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검증으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련 산업체 생산성  국내 

식품류 수출 활성화 기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안 성 확보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  실용화 확 를 한 국내 

제 3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기술지원( 재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수는 500여개 사로 매년 증가추세)

  ▶ 방사선 조사식품과 응용물의  언론  언론인 홍보모델 제시/ 언론 네트워크 확보

  ▶ 연구결과는 련 산업계와 연계하여 력연구 추진으로 실용화 유도  방사선 조사식품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한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개발된 요소기술의 특성과 실용성을 련 기   산업체와의 조사/정보교류, 

실증시험을 통해 산업화 타당성을 검토

  ▶ 최종단계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용화를 한 동연구 수행 후 기술이

  ▶ 식량자원의 생화와 식품 신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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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우주식품의 연구개발 황

1. 기 우주식품

 - Mercury 우주선의 우주인들은 한입크기로 만들어진 음식조각, 냉동건조 분말가루, 알루미늄 

튜 에 포장된 유동식 등을 섭취하 으며(Lane et al., 1994), 냉동건조식품은 물을 첨가하여 

원래상태로 만들어 섭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작은 음식 부스러기들이 요한 기계들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주식품은 맛이 없었으며, 튜 를 짜서 먹

는 기 우주식품은 우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았다(Kerwin et al., 2002). 

 - Gemini 우주선에서의 우주식품은 다소 개선되어 음식조각은 젤라틴으로 코 되어졌으며 냉

동건조식품은 특수 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물을 첨가하여 섭취하기가 용이하도록 하 다

(Lupton et al., 2002). 포장재의 개선으로 보다 나은 종류의 음식들을 제공하 으며, 새우 

칵테일, 야채와 닭고기, 버터스카치 푸딩, 사과 소스 등의 식품이 제공되었다.

 - 아폴로(Apollo) 우주선 시 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냉동건조식품을 섭취할 수 있었으며, 

라스틱 용기와 함께 숟가락 등의 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 가열처리가 가능한 우

치도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Smith et al., 1975).

 - 유인 우주실험실(Skylab)에서는 우주선에서와는 달리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발을 공간 바닥에 지지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하며, 칼, 숟가락, 포크  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Turner et al., 1974), 비교  풍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냉장고  냉동고가 있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Sanford et al., 1974).

2. 우주왕복선에서의 우주식품

  우주왕복선에서의 음식은 모두 지상에서 만들어지며 메뉴는 탑승 우주인에 의해 선택되어진

다. 우주인들이 우주임무 수행 시 필요한 비타민  필수 양소 권장섭취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에 맞춰 식단이 만들어지며, 칼로리 요구량은 기 에 지소비량(Basal 

Energy Expenditure, BEE)에 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 우주인의 경우, BEE = 655 + 

(9.6 x W) + (1.7 x H) - (4.7 x A)이며, 남자 우주인의 경우 BEE = 66 + (13.7 x W) + (5 x 

H) - (6.8 x A)이다. W는 체 (Kg), H는 신장(cm), 그리고 A는 나이를 나타낸다(Lupton et al., 

2002). 우주왕복선의 우주인들은 그들이 섭취할 식품에 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식단

은 매 7일 마다 반복되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식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우

주식품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Johnson Space Center의 우주식품연구소의 식품과학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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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그리고 식품공학자들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다. 우주식품은 최종 으로 우주선에 선

되기 까지 양학  분석, 능평가, 장성 실험, 포장재 평가 등 많은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Bouland et al., 1977). 우주식품들은 우주선 발사 9개월여 부터 우주인들에 의해 평가되

고, 식단이 만들어지게 되며 5개월 에는 선택되어진 음식 종류들을 양학 인 에서 다

시 분석하게 된다. 우주선 발사 한 달 까지 사  계약된 식품가공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제

공되어 지며, 3주 에 로리다에 있는 Kennedy Space Center로 운송되어 냉장 보 되어지며, 

과채류, 빵 등은 발사 24에서 36시간 에 우주선에 옮겨 실리게 되며, 색깔이 다른 을 포장

용기에 붙여 표시를 한다. 식 은 우주인의 무릎이나 벽에 부착시키게 되며, 이러한 식 은 포

장식품들을 고정시켜 무 력상태에서 공 에 떠다니는 것을 방지한다(Bouland et al., 1982). 식

품을 비하는 시간은 최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식사 후 식 은 생실(hygiene station)에

서 젖은 물수건으로 세척되어진다. 우주인 1명당 2일간 2100 kcal에 해당하는 비식품을 장

하여, 기상 악화 등의 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행이 연장되는 경우를 비하며 여분

의 음료와 스낵도 상비한다(Bourland et al., 1993).

  1982년 2일이었던 우주왕복선의 기임무는 1992년 STS50 임무에서는 14일로 연장되었으며, 

일반 으로 10일 이상의 임무는 장기우주비행(Extended Duration Orbiter, EDO) 임무라고 한

다.  

  우주발사체에서 부피와 무게는 가장 요한 요소이며, 우주식품시스템에서도 이들 요소는 매

우 요한 요소가 된다. 우주인 1인당 1일 허용되는 무게는 0.45 Kg의 개인용품을 포함하여 

1.72 Kg이다. 무 력공간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우주식품은 개별 포장되어 선 되며, 

모든 식품은 조리  가공되어 냉장 보 할 필요가 없이 즉석에서 섭취가 가능하거나 간단히 

물을 첨가하거나 가열을 하여 섭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신선과채류는 외의 경우로서 신선식

품 보 용기에 보 하며, 냉장보 이 안된 경우, 당근과 샐러리는 2일 이내에 섭취하여야 한다

(Bouland et al., 1993).

 가. 건조식품(Rehydratable Food; R) 

  건조식품은 일반 인 식품과 음료를 건조한 후, 물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형태의 식품으로서 

식품에서 물을 제거함으로서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필요한 물은 

우주왕복선의 연료 지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생산된 물을 이용한다. 식품을 건조하는 

방법에는 일반 인 열 건조 외에 동결 건조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닭고기 수 , 버섯

크림 수 , 캐서롤, 새우 칵테일, 아침식사용 계란요리와 시리얼 등의 식품이 제공된다

(Vodovotz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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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열처리 식품(Thermostabilized Food, T)  

  가열처리를 하여 유해한 미생물과 효소를 괴한 식품으로서 알루미늄이나 이 속 캔, 

라스틱 용기, 는 토르트 우치 등을 이용한 식품들이 시 되고 있다. 과일이나 참치 등은 

통조림 형태로 가공되며, 푸딩은 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제공되며, 그 외 부분의 열 가공된 

식품들은 토르트 우치에 포장되어 제공된다. 식품을 알맞은 용기에 넣어 포장한 후 고압상

태에서 열을 처리하여 멸균시키며, 액상 는 반고형 산성 식품(pH 4.6 이하)의 경우는 고온충

진법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 포장한다(Kerwin et al., 2002). 

 다. 반건조 는 간수분 식품(Intermediate Moisture Food, IM) 

  반건조 식품은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은 제한하고 식품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

분을 제공하여 그 자체로 섭취될 수 있는 식품이다. 단순한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

하거나 설탕이나 소  등을 첨가하여 화학 인 방법으로 보습하여 미생물이 수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일반 으로 15-3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건조 복숭아, 배, 살구,  육포 

등의 식품이 제공된다(Kerwin et al., 2002).

 라. 자연 형태의 식품(Natural Form Foods, NF)  

  연성 우치에 포장된 견과류, 쿠키류,  그라놀라 바(granola bar) 등 더 이상의 가공이 없

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류를 포함한다(Kerwi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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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od and beverage list for space shuttle (Casaburr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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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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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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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 menu for space shu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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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 I)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장 안정성을 향상시킨 식품으로 재는 쇠고기 스테이크나 

칠면조 고기 등 육류에 한정되어있다. NASA는 이러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미국 

식품의약안 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로부터 독 인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조사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유발되지 않는 에 지 수 의 선량으로 이용되고 있다(Farkas, 

1998). 

 

 바. 그 외의 우주식품의 장 안정성 향상 방법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 pH 조 (산도 조 ),  수분활성도 감소 등의 방법 

등을 병용하여 사용한다(Labuza et al., 1992; Booth et al., 1989).  

3.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의 우주식품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식단은 매 8일 마다 반복되며, 다양한 식단이 첨가되면 늘어날 수도 

있다. 재는 미국과 러시아의 식단이 반씩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본이나 캐나다 등 국제

우주정거장 참여국가의 식품들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주식품의 포장재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

함으로써 용기세척의 번거로움을 제거하 다. 우주정거장에서의 기력은 태양에 지로부터 얻

어지며 물은 재순환되어 사용되게 되므로, 식품에 이용될 물의 이용은 제한되게 되며, 따라서 

냉동건조 식품의 이용은 어들고 상 으로 열처리한 식품의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Bouland 

et al., 1989).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은 거주용 모듈(Habitation Module, HAB)에서 기거하게 

되며, 식품  생활용품 등은 압축식 보  모듈(Pressurized Logistics Module)을 교환하는 방

식으로 90일 마다 공 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인들은 자국의 식단은 물론 상 국의 식단에 

해서도 맛을 보고 섭취한 식품들에 한 평가를 하며,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양학자

들은 각 임무별 승무원들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다. 취사 비는 러시아의 Zvezda 서비스 모듈

에서 이 지며, 이식 식탁 에서 식사를 하며 러시아의 식품들은 식탁에 내장된 온열장치를 

이용하고 미국의 식품은 별도의 온열장치를 이용하고 일종의 어 터를 이용하여 가수

(rehydration) 시킨다(Kerwin et al., 2002).         

  우주정거장의 식품은 우주왕복선의 식품 시스템과는 한 차이가 있다. 우주정거장의 력

공 은 태양열에 의해 얻어지기 때문에 우주왕복선에서처럼 물을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부분의 식품은 냉동, 냉장 는 열 가공 처리된 것이며, 섭취하기 에 물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Bouland et al., 2000). 음료는 부분 건조형태이며 식품은 자 지나 오 에 넣

어 가열 후 섭취하며, 우주정거장 식품시스템은 일일식단, 비상조난 식품, 그리고 특별 우주선 

활동(Extra Vehicular Activity, EVA) 식품의 3 가지의 식품체계로 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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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일식단 

  식품들은 식사의 보편성, 양소 함유량  우주에서 이용 시의 합성 등에 근거하여 선택

된다. 일일식단은 냉동, 냉장,  실온 상태의 식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냉동식품은 채소 

 후식류 등이고 냉장식품은 신선 과채류, 냉장보 용 식품,  유제품 등이며, 실온식품은 열 

가공식품, 멸균 포장제품, NF 식품,  건조분말 음료 등이다. 일일식단 식품은 일회용으로 상

황에 따라 메뉴를 바꾸기가 용이하도록 포장한다. 90일 우주임무에 필요한 식품들이 우주정거

장의 PLM으로 배달되며, 배달된 식품들은 14일 분량으로 나뉘어 HAB으로 옮겨지고, 우주식

품들은 2주마다 PLM에서 HAB으로 옮겨진다.

 나. 비상조난 식품  

  비상조난식품시스템은 기계고장 등에 의해 비상작동 조건에서 우주정거장의 체 우주인들

이 22일간 견딜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의 목 은 최소의 부피와 무게를 가진 식

품을 확보하는 것이며, 1인당 2000 cal의 식품을 제공하며, 비상조난식품은 60 - 85 oF의 실온

에서 장되므로 반드시 장 안정성이 뛰어나야 하며, 최소 2년의 보존기간을 확보해야한다

(Lupton et al., 2002).

 다. 특별 우주선 활동(EVA) 식품  

  EVA 식품은 8시간의 EVA 활동에 필요한 500 cal의 식품과 38 oz의 물로 구성되며, EVA용 

물과 식품 용기는 HAB의 조리시설에서 세척된 후 다시 채워지게 된다(Kerwi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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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list for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asaburr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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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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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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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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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4. 우주비행에서의 인간과 양

  충분한 열량,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섭취는 우주인에게는 매우 요하나 우주공간에서의 

식단은 지상과는 달리 많이 제한되므로 한 식단을 마련해서 우주인들로 하여  필요한 

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우주인은 우주공간에서 구수가 지상에

서 보다 어 다소 은 량의 철분이 필요하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철분은 구로 보내지며, 

철분이 체내에 축 되면 건강 이상을 래하게 된다(Vodovotz et al., 2000).

  나트륨(Sodium)과 비타민 D는 에 향을 미치는데 과다한 나트륨의 섭취는 를 약화시

킨다(Smith et al., 2002). 비타민 D는 태양 선에 노출함으로서 얻어지는데 우주선에서는 해로

운 방사선으로부터 우주인을 보호하기 해 태양 선도 차단하므로 우주인들에게는 비타민 D

의 보충이 필요하다. 인간의 신체가 무 력 상태에 응하면서 많은 생리학  변화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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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와 근육의 약화, 심장과  그리고 액  체액 등에서의 변화가 생긴다(Heer, 

2002 & Lane et al., 1993).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에게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

며, 임무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요하다. 임무 ・후 그리고 

임무 에 양상태를 액  뇨검사를 통해 검사・분석하여 우주인들의 양 흡수를 개선하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Huber et al., 1972).

5. 우주식품의 포장기술

  재 NASA는 우주의 무 력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기 해서 연장된 보존기간과 우주식

품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포장방법과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다. 우주식품의 보조기

간은 주로 포장기술에 달려있으며, 우주 왕복선 식품 시스템에서의 모든 식품은 최소 9개월간 

실온상태에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 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식품은 1년

간 안 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건조식품  한입 크기로 섭취하는 식품(bite-size 

food)은 차단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트 포장과 진공포장을 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시킨다(Bouland et al., 2000). 우주의 행성 등에 건설되어지는 우주기지 시스템에서

의 식품의 보존기간은 계획된 임무기간에 따라 최소 5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건조식품과 한입-크기식품을 한 포장방법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에서의 식품은 부분 동결건조되어 건조식품용 포장용

기로 포장된다. NASA는 재 이러한 건조식품  한입-크기식품을 포장하기 해 Bayer 

Corporation사의 계열사인 Wolff Walsrode(Illinois주 Burr Ridge)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Combitherm® Paxx라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의 식품

에 이용되는 이 포장재는 nylon/ethylene vinyl alcohol/polyethylene tie layer/low density 

polyethylene의 5가지 재질의 포장재를 압출성형하여 제조된다(Bourland et al., 1977).

  한입-크기식품의 포장재는 3 측면이 해진 상태로 제조회사로부터 공 되며, NASA는 이 

포장재에 식품을 넣어 한다. 건조식품  한입-크기식품은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법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포장  질소가스로 3회 충진한 후 진공포장하게 된다. 진공포장

의 강도가 세면 일부 식품의 조직질감 등에 향을 주므로 진공포장의 강도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져야 한다. 건조식품의 포장은 컵과 뚜껑의 형태로 공 되어지는데 이러한 포장용

기는 폐기할 때 압착이 용이하여 부피를 여  수 있는 유연성 소재로 만들어진다. 압출성형 

라미네이트 포장 필름을 주형을 이용하여 열 성형하여 유연성 컵으로 만드는데, 열 성형과정은 

포장필름으로 컵을 만들 때 얇게 늘어나기 때문에 필름 원래의 차단특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Bourland et al., 1982).

  일종의 건조식품 포장용기 폐방법으로 septum adapter가 이용되는데, 이 장치는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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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에 삽입되는 주형 제작된 장치로서 이 장치에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진 마개(septa)가 삽

입된다. septa는 건조식품에 물을 주입할 때 조리용 바늘이 들어 갈수 있는 한 통로를 제

공한다(Bourland et al., 1982).   

Fig. 1. 한입-크기식품과 건조식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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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알루미늄 호일로 제조된 건조음료제품 포장

Fig. 3. MRE 포장, 푸딩용 라스틱용기, 원터치 통조림 캔

 나. 음료수의 포장

  NASA의 음료수는 Capri Sun® 포장을 약간 변형한 형태의 알루미늄 호일 포장재를 이용하

며, NASA의 포장재는 상업 으로 시 되는 포장재보다 뛰어난 보존기간을 요구한다. 건조분

말음료를 포장용기에 넣고 질소가스로 3회 이상 충 한 후 고무 septum을 삽입하여 음료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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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기를 한다(Bourland et al., 1982). 

  다. 이외의 포장 방법

  열 가공된 식품이나 감마선 조사된 식품의 경우에는 리토르트 우치형 포장법이 일반 으

로 사용됨. 이러한 포장법은 재 미 육군 투식량의 한 형태인 Meals-Ready-to Eat (MRE) 

로그램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상업용 라스틱 푸딩 소량 용기, 상업용 원 터치 알루미늄 통

조림, 그리고 토마토 첩이나 겨자 소스 등을 넣은 소형 우치 등이 국제우주정거장과 왕복

우주선 시스템의 식품에 이용된다(Bourland, 1993).

  라. 포장무게

  우주왕복선에서의 1인당 1일 식품포장 허용무게는 약 0.23 Kg이며,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이

 포장필름 사용과 부가 인 내열성 포장필름의 사용으로 인해 식품포장재의 무게는 다소 증

가하게 된다(Bourland et al., 2000).   

 

  마. 우주식품포장의 사례연구-계란

  동결건조 계란요리는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에서 일반 인 아침식사  하나

이며, 조리 시 계란요리가 보다 쉽게 수분을 흡수하게 하기 해 동결건조를 2회 실시한다(동

결건조 -> 수분 흡수 -> 동결건조). 모든 동결건조식품들처럼 계란 요리도 속통조림이나 알

루미늄 호일로 포장되어 40 oF에서 약 2년 이상 장될 수 있으나, 동결건조 계란요리는 무 

잘 부스러져 무 력상태에서 섭취하기가 쉽지 않은 단 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식품포장방

법보다는 동결건조에 의한 식품가공법에 의한 것이다(Lane et al., 1999).



- 73 -

제 7 장 참고문헌

Adda J. 1986. Flavour of dairy products. In Developments in food flavours; Birch GG and 

Lindley MG. (eds.). pp. 151-172. Elsevier Applied Science Publishers. New York.

Ahn, D. U. and Lee, E. J. (2006) Mechanism and prevention of quality changes in meat by 

irradiation. In: Food ir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EDS) Smmers, C. H. & Fan, 

X. IFT Press & Blackwell Publishing, Iowa, pp. 127-142.

Ahn, D. U., Jo, C., Du, M., Olson, D. G., and Nam, K., G. (2000)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ies irradiated and stored in different packaging and storage conditions. Meat 

Sci. 56, 203-209.

Ahn, H. J., Kim, J. H., Jo, C., Lee, J. W., Yook, H. S., Kim, H. Y., and Byun, M. W. (2004) 

Combined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a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ausage. Radiat. Phys. Chem. 71, 53-56.

Ahn, H. J., Kim, J. H., Kim, J. K., Kim, D. H., Yook, H. S. and Byun, M. W. (2005). 

Combined effects of irradiation and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n minimally 

processed Chinese cabbage (Brassica rapa L.). Food Chemistry, 89, 589-597.

Azzara CD, Campbell LB. 1992. Off-flavours of dairy products. In Developments in food 

science. Off-flavours in foods and beverages. Charalambous G. (ed.). pp. 329-374. 

Elsevier Applied Science Publishers. New York.

Baek, H. H., Lee, C. H., Woo, D. H., Park, K. H., Pek, U. H., Lee, K. S. and Nam, S. H. 

(1989). Prevention of pectinolytic softening of Kimchi tissue. Korean J. Food Sci. 

Technol., 21, 149-153.

Bandings HT, Neeter R. 198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aroma compounds of milk 

and dairy products. Neth. Milk Dairy J. 34:9-30.

Bandings HT, van der Pol JJG, Neeter R. 1981. Aroma compounds which contribute to the 

difference in flavour between pasteurized milk and UHT milk. In Flavour '81. 

Scherier P. (ed.). pp. 683-692. Walter de Gruyter. New York.  

Bandings HT. 1978. Reduction of cooked flavours in heated milk and milk products. In 

Progress in flavour research. Land DG and Nursten HE. (eds.). pp. 263-265. Elsevier 

Applied Science Publishers Ltd. London, England.

Bandings HT. 1991. Milk In Volatile compounds in foods and beverages. Maarse H. (ed.). 

pp. 91-106. Marcel Dekker. New York.

Barbosa-Canovas GV and Vega-Mercado H. 1996. Dehydration of foods. Chapman & Hall. 



- 74 -

New York.

Barbosa-Canovas GV, Gongora-Nieto MM, Swanson BG. 1998. Nonthermal electrical methods 

in food preservation. Food Sci. Int. 4(5): 363-370.

Barbosa-Canovas GV, Palou E, Pothakamury UR, Swanson BG. 1997. Application of ligh 

pulses in the sterilization of foods and packaging materials. In Nonthermal 

preservation of foods. Ch. 6. pp. 139-161. Marcel Dekker. New York. 

Barbosa-Canovas GV, Pierson MD, Zhang QH, Schaffner DW. 2000. Pulsed electric fields. J. 

Food Sci. 65(12):65-79.

Barbosa-Canovas GV, Pothakamury UR, Palou E, Swanson BG. 1998. Application of light 

pulses in the sterilization of foods and packaging materials. In Nonthermal 

preservation of foods. pp. 139-159. Marcel Dekker. New York. 

Barbosa-Canovas GV, Vega-Mercado H. 1996. Osmic dehydration. In Dehydration of foods. 

pp. 265-284. Chapman & Hall. New York.

Beaudry EG, Lampi KA. 1990. Membrane technology for direct osmosis concentration of 

fruit juice. Food Technol. 44(6): 121.

Ben-Arie, R. and Barkai-Golan, R. (1969) Combined heat-radiation treatments to control 

storage rots of Spadona pea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20, 687-690.

Booth I and Kroll RG. 1989. The preservation of foods by loe pH. In Mechanisms of action 

of food preservation procedures. Gould GW. (e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London, England.

Bourland, C. T. (1993). The development of food systems for space. Trends Food Sci 

Technol, 4, 271.

Bourland, C. T., Fohey, M. F., Kloeris, V. L. and Rapp, R. M. (1989). Designing a food 

system for space station freedom. Food Technol, 43, 76.

Bourland, C. T., Fohey, M. F., Rapp, R, M. and Sauer, R. L. (1982). Space shuttle food 

package development. Food Technol. 36, 38.

Bourland, C. T., Rapp, R. M. and Smith, M. C. (1977). Space shuttle food system. Food 

Technol, 31, 40.

Bourland, C., Kloeris, V., Rice, B. L. and Vodovotz, Y. (2000). Food systems for space and 

planetary flight. In: Lane HW, Schoeller DA, eds. Nutrition in spaceflight and 

weightlessness models. Boca Raton: CRC Press, 19

Brennan JG, Butters JR, Cowell ND, Lilley AEVE. 1990. Heat processing II. In Food 



- 75 -

engineering operation. 3rd ed. pp. 295-337. Elsevier Applied Science. New York.

Brody AL, March K (eds.). 1997. Encyclopedia of packaging technology, 2nd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Brody AL, Strupinsky G, Kline LR. 2001. Active packaging for food applications. Technomic 

Publishing, Lancaster, PA.

Brody AL. 1989. Controlled/modified atmosphere/vacuum packaging of foods, Food and 

Nutrition Press, Trubull, CT.

Brown MH and Booth IR. 1991. Acidulants and low pH. In Food preservatives. Russel NJ 

and could GW. (eds.). Blackie Ltd. London, England.

Buescher, R. W., Hudson, J. M. and Adams, J. R. (1979). Inhibition of polygalacturonase 

softening of cucumber pickes by calcium chloride. Journal of Food Science, 44, 

1786-1789.

Burton H. 1988. Ultra-high temperature processing of milk products. Elsevier Applied 

Science Publishers. New York.

Byun, M. W. (1997). Application and aspect of irradiation technology in food industry. 

Food Science and Industry, 30, 89-100.

Byun, M. W., Cha, B. S., Kwon J. H., Cho, H. O. and Kim, W. J. (1989). The combined 

effect of heat treatment and irradiation on the inactivation of major lactic acid 

bacteria associated with Kimchi fermanta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21, 

185-191.

Cecil SR, Woodroof JG. 1963. The stability of canned foods in long-term storage. Food 

Technol. May: 131-138.

Cha, B. S., Kim, W. J., Byun, M. W., Kwon, J. H., & Cho, H. O. (1989). Evaluation of 

gamma irradiation for extending the shelf-life of Kimchi.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1, 109-119.

Cheigh, H. S. and Park, K. Y. (1994). Biochemical, microbiological and nutritional aspects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 products).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34, 175-203.

Chen, X. and Ahn, D. U. (1998). Antioxidant activities of six natural phenolics against lipid 

oxidation induced by Fe2+ or ultraviolet light. Journal of American Oil Chemists 

Society, 75, 1717-1721.

Cho YH, Yousef AE, Sastry SK. 1999. Kinetics of inactivation of Bacillus subtilis spores by 

continuous or intermittent ohmic or conventional heating. biotechnol. & Bioeng. 62(3): 



- 76 -

368-372.

Cho, Y. and Rhee, H. S. (1993). Effect of lactic acid bacteria and temperature on 

Kimchifermentation (II).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Food Science, 7, 89-95.

Choi, Y. M., Whang, J. H., Kim, J. M. and Suh, H. J. (2006). The effect of oyster shell 

powder on the extension of the shelf-life of Kimchi. Food Control, 17, 695-699.

Chung, D. K. and Yo, R. (1995). Antimicrobial activity of bamboo leaves extracts on 

microorganisms related to Kimchi fermentation.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7(6), 1035-1038.

Cohen JS and Yang TCS. 1995. Progress in food dehydration. Trend. Food Sci. Technol. 

6:20-24.

Contis ET, Ho CT, Mussinam CJ, Parliment TH, Shahidi F, Spaner AM. (eds.). 1998. Food 

flavours: formation, analysis and packaging influences. pp. 743-751. Elsevier Science 

Publishers. New York. 

Cruthirds J, Perchonok M, Kloeris V. 2002. Mathematical modeling of food systems for 

long-term space missions. paper #2002-2290, proceedings of the 3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nvironmental Systems. Society of Automotove Engineers.

Datta AK, Davison PM. 2000. Microwave and radiofrequency processing. In Kinetics of 

microbial inactivation for alternative food processing technologies. J. Food Sci. 12: 

32-41.

Day BPE. 1998. Fruits and vegetables. I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Blackistone BA. pp. 114.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De Bruyn (2001) Prospects of radiation sterilization of shelf-stable food. In: Irradiation for 

food safety and quality. (eds) Loaharanu, P. and Thomas, P. Proceedings of 

FAO/WH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sur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food 

through radiation processing. Technomic Publishing Co., Inc., Lanscaster. pp. 206-216.

DeMan JM. 1999. Aditives and contaminants. In Principles of food chemistry. Aspen 

Publishers. MD.

Diehl JF. 1995. Safety of irradiated foods. Marcel Dekker. New York.

Diehl, J. F. (1995). Safety of irradiated foods, 2nded. Marcel Dekker, New York. 

Downing DL. 1996. packages for aseptic packaging. In A complete course in canning and 

related processes. Book II. 13th ed. pp. 225-260. CTI. Baltimore, MD. 

Drake, S. K. and Spayd, S. E. (1983). Influence of calcium testament on golden delicious 



- 77 -

apple quality. Journal of Food Science, 48, 403-406.

Drysdale AE, Hanford AJ. 2002. Advanced life support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metric-fiscal year 2001, NASA Lyndon B. Johnson Space Center, 

Houston, TX, CTSD-ADV-482, JSC 47787.

Dumont JP, Adda J. 1978. Flavour formation in dairy products. In progress in flavour 

research. Land DG and Nursten HE. (eds.). pp. 245-262. Applied Science Publishers. 

London, England. 

Eklund T. 1989. Organic acids and esters. In Mechanisms of action of food preservation 

procedures. Gould GW. (ed.). Elsevier Science. New York.

Fan, X., Niemira, B. A., Mattheis, J. P., Zhuang, H., & Olson, D. W. (2005). Quality of 

fresh-cut apple slices as affected by low dose ionizing radiation and calcium 

ascorbate treatment. Journal of Food Science, 70, 143-148.

FAO/IAEA/WHO Study Group. (1999). High-dose irradiation: Wholesomeness of food 

irradiated with doses above 10 kGy. In WHO technical report series 890.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p.49-77.

Farkas DF, Hoover DG. 2000. High Pressure Processing. J. Food Sci. 65912): 47-64.

Farkas J. 1988. Irradiation of dry food ingredients. CRS Press Inc. Boca Raton, FL.

Farkas, J. (1987). Decontamination, including parasite control of dried, chilled and frozen 

foods by irradiation. Acta Aliment, 16, 351-384.

Farkas, J. (1997). Physical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In M. P. Doyle, L. R. Beuchat, and 

T. J. Montville (ed.), Food microbiology fundamentals and frontiers. p 497-519.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Washington, D.C.

Farkas, J. (1998) Irradiation as method for decontaminating food: A review. Int. J. Food 

Microbiol. 44, 189-204.

FDA. 2002. 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In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Chap. 1. Part 182.

Feigenbaum A. Lebosse R. Ducruet V. 1992. Polypropylene as active packaging material for 

aroma sorption from model orange juice. In Developments in food science. 

Charalambous G. (ed.). Elsevier Applied Science Publishers. New York.

Fellows PJ. 2000. Food processing technology. 2nd ed. CRC Press. Boca Raton, FL.

Field CE, Pivarnik, LF, Barnett SM, Rand Jr. AG. 1986. Utilization of glucose oxidase for 

extending the shelf-life of fish. J. Food Sci. 51:66-70.

Formanek, Z., Lynch, A., Galvin, K., Farkas, J., and Kerry, J. P. (2003) Combined effects of 



- 78 -

irradiation and the use of natural antioxidants on the shelf-life stability of 

overwrapped minced beef. Meat Sci. 63, 443-440.

Forss DA. 1979. Review of the progress of dairy science: mechanisms of formation of 

aroma compounds in milk and milk products. J. Dairy Research. 46: 691-706.

Furuta, M., Dohmaru, T., Katayama, T., Toratani,H. and Takeda, A. (1992). Detection of 

irradiated frozen meat and poultry using carbon monoxide gas as a probe. Journal of 

Agriculutre and Food Chemistry. 40, 1099-1100.

GIA (2005) Food Irradiation - A historical review. In Food Irradiation Trends,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California, pp. 7-27. 

Gil, G. H., Kim, K. H. and Chun, J. K. (1984). Thermal process evaluation and simulation 

in a pilot scale Kimchi pasteurizer. J. Korean Agricultural Chemical Socity, 27, 55-63.

Gould G. 1996.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extension of shelflife. Int. J. Food Microbiol. 

33:51-54.

Grant, I. R. and Patterson, M. F. (1992). Sensitivity of foodborne pathogens to irradiation in 

the components of a chilled ready meal. Food Microbiology, 9, 95-103.

Grosch W. 1987. Reactions of hydroperoxides-products of low molecular weight. In 

Autooxidation of unsaturated lipids. Chan HWS. (ed.) pp. 95-139. Academic Express. 

New York. 

Gunes, G., Hotchkiss, J. H., & Watkins, C. B. (2001).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exture of minimally processed apple slices. Journal of Food Science, 66, 63-67.

Hashim L. Chaveron H. 1998. Coparison study of UHT milk aroma. In Developments in 

food science. Food flavours: formation, analysis and packaging influences. Contis ET, 

Ho CT, Mussinam CJ, Parliment TH, Shahidi F. Spanier AM. (eds.). pp. 393-400. 

Elsevier Science Publishers. New York.

Heath HB, Reineccius G. 1986. Flavour chemistry and technology. AVI Publishing Company. 

Westport, CN.

Heer, M. (2002). Nutritional interventions related to bone turnover in European space 

missions and simulations models. Nutrition, 18, 853-856. 

Heighdelbaugh, N. D. (1966) Space flight feeding concepts: characteristics, concepts for 

improvement, and public health implications. J.A.V.M.A. 149, 1662-1671.

Holland, A. W. and March, R. W. (1994)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considerations. In: 

Space physiology and medicine. Nicogossian, A. E., Huntoon, C. L. and Pool, S. L. 

(eds), Lea and Febiger, Philadelphia, PA, pp. 424-434.



- 79 -

Hong, S. I. and Park, W. S. (2000). Use of color indicators as an active packaging system 

for evaluating Kimchi fermentation. Journal of Food Engineering, 46, 67-72.

Hoover DG. 2000. Ultrasound. J. Food Sci. 65(12):93-95.

Huber, C. S., Heidelbaugh, N. D., Smith, M. C. and Klicka, M. (1972). Space foods. In: 

Birch GG, Green LF, Plaskett LG, eds. Health and foo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30.

Huxsoll, C. C. and Bolin, H. R. (1989).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lternatives for 

minimally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s. Food Technology, 43, 124-128.

Hwang, J. H., Yu, K. W. and Lee, K. H. (2004). Studies on the pasteurization conditions for 

long-term storage of Kimchi. Food Engineering Progress, 8(1), 30-39.

IAEA. (1981). Combination processes in food irradiation(Proc. Symp., Colombo, 24-28 Nov. 

1980, IAEA/FAO), IAEA, Vienna, p.3-335.

Jeon IJ, 1996. Undesirable flavours in dairy products. In Food taints and off-flavours. pp. 

139-167.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Jeon, J. Y. (2005)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for assuring safety of 

military meal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Jo, C. and Ahn, D. U. (2000) Production volatile compounds from irradiated oil emulsions 

containing amino acids or proteins. J Food Sci. 65, 612-616.

Jung, H. O., Chung, D. O. and Park, I. D. (2002). A study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herb onion Kimchi differing in herb content.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8, 

259-265.

Kader, A. A., Zagory, D. and Kerbel, E. L. (1989).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f fruits 

and vegetables.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28, 1-30.

Kang, I. J., Kwak, H. J., Lee, B. H., Kim, K. H., Byun, M. W., and Yook, H. S. (1998) 

Genotoxicological and acute toxicological safeties of gamma irradiated beef. Korean J 

Food Sci Technol 30, 775-780.

Kang, S. S., Kim, J. M. and Byun, M. W. (1988). Preservation of Kimchi by ionizing 

radiation. Kor. J. Food Hygiene, 3, 225-232.

Kerwin, J. and Seddon, R. (2002). Eating in space - from and astronaut's perspective. 

Nutrtion, 18, 921-925.

Kilcast, D. and Subramaniam, P. (2000) The stability and shelf-life of food, CRC Press, NY, 

pp. 63-85.

Kim TJ, Silva JL, Chamul RS, Chen TC. 2000. Influence of ozone, hydrogen peroxide, or 



- 80 -

salt on microbial profile, TBARS and color of channel catfish fillets. J Food Sci. 65(7): 

1210-1213.

Kim, A.Y. and Thaye, D.W. (1996) Mechanism by which gamma irradiation increases the 

heat sensitivity of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4028 to heat. Appl. Environ. 

Microbiol., 62, 1759-1763.

Kim, D. H., Song, H. P., Yook, H. S., Ryu, Y. G. and Byun, M. W. (2004). Isolation of 

enteric pathogens in the fermentation process of Kimchi(Korean fermented vegetable) 

and its radicidatino by gamma irradiation. Food Control, 15, 441-445.

Kim, D. H., Yook, H. S., Youn, K. C., Sohn, C. B., and Byun, M. W. (2001) Changes of 

microbiological and general quality characteristics of gamma irradiated Kochjang 

(fermented hot pepper paste). Korean J. Food Sci. Technol. 33, 72-77.

Kim, H. H. and Jhon, D. Y. (2001). Characteristics of Kimchi containing paprika instead of 

hot pepper.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0, 241-245.

Kim, H. J., Lee, J. J., Chung, K. S. and Choi, S. Y. (1999). Pectin-degrading enzymes of 

Kimchi ingredients. Korean J. Food Sci. Technol., 31, 263-266.

Kim, J. H., Park, J. G., Lee, J. W., Kim, W. G., Chung, Y. J. and Byun, M. W. (2007). The 

combined effects of N2-packaging, heating and gamma irradiating on the 

shelf-stability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 Food Control, in press.

Kim, J. K., Jo, C. Kim, H. J., Lee, J. W., Hwang, H. J. and Byun, M. W. (2005). 

Microbiological safety of minimally processed white radish in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combined with irradiation treatment.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7(1), 11-14.

Kim, M. J., Park, J. G., Kim, J. H., Park, J. N., Lee, H. J., Kim, W. G., Lee, J. W. and Byun, 

M. W. (2006). Combined effect of heat treatment and gamma irradiation on the 

shelf-stability and quality of packaged Kimchi during acceleration storage condition.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13, 531-537.

Kim, M. K. and Kim, S. H. (2003).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Kimchi treated with 

different methods of green tea water extracts.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10, 354-359.

Kim, S. D. and Lee, S. H. (1988). Effect of Sodium Malate Buffer as pH Adjuster on the 

Fermentation of Kimchi. J Korean Soc. Food Sci. Nutr., 17, 358-364.

Ko, Y. D., Kim, H. J., Chun, S. S. and Sung, N. K. (1994).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for Kimchi fermentation and storage using refrigerator. Korean J. Food Sci. Technol., 



- 81 -

26, 199-203.

Ko, Y. T. and Baik, I. H. (2002). Changes in pH, sensory properties and volatile odor 

components of Kimchi by heating. Korean J. Food Sci. Technol., 34, 1123-1126.

Kyzlink, V. (1990) Principles of food preservation. Dev. Food Sci. 22, 337-355.

Labuza TP, Fu B, Taoukis PS. 1992. Prediction for shelf life and safety of minimally 

processed CAP/MAP chilled foods: A review. J Food Prot. 55:741-750.

Lacroix, M. and Lafortune, R. (2004). Combined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n bacterial resistance in grated carrots (Daucus carota).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71, 77-80.

Lane, H. W., LeBlanc, A. D., Putcha, L. and Whitson, P. A. (1993). Nutrition and human 

physiological adaptations to spaceflight. Am J Clin Nutr, 58, 583.

Lane, H. W., Smith, S. M., Rice, B. L., Bourland, C. T. (1994). Nutrition in space. Lessons 

from the past applied to the future. Am J Clin Nutr, 60, 801S-805S.

Lane, H. W. and Schoeller, D. A. (1999) Overview: History of nutrition and spaceflight. In: 

Nutrition in spaceflight and weightlessness models. Lane, H. W. and Schoeller, D. A. 

(eds), CRC Press, NY, pp. 8-10.

Lebosse R, Durcruet V, Feigenbaum A. 1997. Interactions between reactive aroma 

compounds from model citrus juice with polypropylene packaging film. J. Agric. 

Food Chem. 45: 2836-2842.

Lee, C. W., Ko, C. Y. and Ha, D. M. (1992). Microfloral changes of the lactic acid bacteria 

during Kimchi fermenta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isolates. Korean J. Appl. 

Microbiol. Biotechnol. 20, 102-109.

Lee, J. K., Lee, H. S., Kim, Y. C., Joo, H. K., Lee, S. H. and Kang, S. M. (2000). Effects of 

addition of adipic acid-resistant strains on extending shelf-life of Kimchi.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2(2), 424-430. 

Lee, J. W., Kim, J. H., Kim, J. H., Oh, S. H., Seo, Ji. H., Kim, C. J., Cheong, S. H., and 

Byun, M. W. (2005b)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for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fried-frozen cheese ball.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729-733.

Lee, J. W., Park, K. S., Kim, J. G., Oh, S. H., Lee, Y. S., Kim, J. H. and Byun, M. W. 

(2005a) Combined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rosemary extract on the shelf-life 

of a ready-to-eat hamburger steak. Radiat. Phys. Chem. 72, 49-56.

Lee, J. W., Yook, H. S., Kim, S. A., Lee, K. H., and Byun, M. W. (1999) Effects of 

antioxidants and gamma irradiation on the shelf life of beef patties. J. Food Prot. 62, 



- 82 -

619-624.

Lee, M. Y. and Kim, S. D. (2003). Calcium lactate treatment after salting of chinese cabbage 

improves firmness and shelf-life of Kimchi.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8, 

270-277.

Lee, N. J. and Chun, J. K. (1982). Studies on the Kimchi pasteruization. J. Korean 

Agricultural Chemical Socity, 25, 197-200.

Lee, S. H., Cho, O. K., Choi, W. J. and Kim, S. D. (1998). The effects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with antimicrobial activity on the shelf-life of Kimchi.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0, 1404-1408.

Lee, S. H., Moon, W. S., and Park, K. N. (2000) Antimicrobial activity of Caesalpina sappan 

L. extracts and its effect on preservation of ground mea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9, 888-892.

Lee, Y. H., & Rhee, H. S. (1986). The changes of pectic substances during the fermentation 

of Kimchis. Korean Journal of Society and Food Science, 2, 54-58.

Leistner, L. 1992. Food preservation by combined methods. Food Res. Int. 25(2): 151-158.

Leistner, L. 2000. Basic aspects of food preservation by hurdle technology. Int. J. Food 

Microbiol. 55(1):181-186.

Leistner, L., Rodel, W. and Krispien, K. (1981). Microbiology of meat and meat products in 

high- and intermediate-moisture ranges, in water activity: Influences on food quality. 

Rockland, L. B. and Stewart, G. F. (eds), Academic Press, Orlando, FL, pp. 855-916.

Licciardello, J. J., Nixjweaib, J. T. R., and Goldblith, S. A. (1968) Elimination of Salmonella 

in poultry with ionizing reaction. In: Elimination of Harmful Organisms from Food 

and Feed by Irradiation. IAEA, Vienna, Austria, pp. 1-24.

Lima M, Heskitt BF, Sastry SK. 2001. Difsuin of beet dye during electrical and conventional 

heating at steady-state temperature. J. Food Proc. Engr. 24(5): 331-340.

Lima M, Sastry SK. 1999. The effects of ohmic heating frequency on hot-air drying rate, 

desorption isotherms and juice yield. J. Food. Engr. 41:115-119.

Long TE, Bagrodia S, Moreau A, Duccase V. 2000. Process for improving the flavour 

retaining property of polyester/polyamide blend containers for ozonated water. 

Eastman Chemical Company. US.

Lopez A. 1996. A complete course in canning and related processes. CTI. Baltimore, MD.

Luna-Guzman, I. and Barrett, D. M. (2000). Comparison of calcium chloride and calcium 

lactate effectiveness in maintaining shelf stability and quality of fresh-cut cantaloupes. 



- 83 -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19, 61-72.

Lund DB. 1975. Heat processing. In Principles of food science. Vol. 2. Principles of food 

preservation. Marel M, Fennema O, Lund D. (eds.). pp. 32-86. Marcel Dekker. New 

York. 

Lupton, J. R. and Turner, N. D. (2002). Nutrition in space. Nutrition, 18, 793.

    Nutritional requirements for international space station missions up to 360 days, 28038. 

Houston, TX: NASA Johnson Space Center, 1996.

Lusignea RW. 1997. Liquid crystal polymers: New barrier materials for packaging. 

Packaging Technology and Engineering, Oct. 1997.

Magee, R. L., Caporaso, F. and Prakash, A. (2003). Effects of exogenous calcium salt 

treatments on inhibiting irradiation-induced softening in diced Roma tomatoes. 

Journal of Food Science, 68, 2430-2435.

Mallet CP. 1993. Frozen Food Technology. pp. 339 Blackie Academic and Professional.

Marsili RT, Miller N. 1998.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off-flavours in milk by dynamic 

headspace GC/MS and multivariate data analysis. In Developments in food science. 

Food flavours: Formation, analysis and packaging influences. Contis ET, Ho CT, 

Mussinam CJ, Parliment TH. Shahidi F. Spanier AM. (eds.). pp. 159-171. Elsevier 

Science Publishers. New York.

Martino, M. N. and Zaritzky, N. E. (1998). Ice crystal size modifications during frozen beef 

storage. Journal of Food Science, 53, 1631-1637.

Masters K. 1991. Spray drying handbook. 5th ed. Longman Group Ltd. London, England. 

McCready, R. M. and McComb, E. A. (1954). Pectic constituents in ripe and unripe fruit. 

Food Resources, 19, 530-534.

McFeeters, R. S. (1992). Cell wall monosaccharide changes during softening of brined 

cucumber mesocarp tissue. Jorunal of Food Science, 57, 937-940.

McMinn WAM and Magee TRA. 1999. Principles, methods and applications of the 

connective drying of foodstuffs. Trans. Ind. Chem. Eng. Part C. 77: 175-193.

MeFeeters, R. F. and Fleming, H. P. (1991). pH effect on calcium inhibition of softerning of 

cucumber mesocarp tissue. Journal of Food Science, 56, 730-732.

Mertens B, Deplace G. 1993. Engineering aspects of high pressure technology in the food 

industry. Food Technol. 6:1964-1969.

Mheen, T. L. and Kwon, T. W. (1984). Effect of temperature and salt concentration on 

Kimchi fermentation.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16, 



- 84 -

443-450.

Mills DE, Stafford SL. 1993. Copolyester/polyamide blend having improved flavour 

retaining property and clarity. Eastman Kodak Comapny. US.

Minnaar, A. (1998) Development of shelf stable, processed, low acid food products using 

heat-irradiation combination treatment. In: Combination processes for food irradiation. 

IAEA Panel proceeding series. Vienna, pp. 223-241.

Moon, K. D., Byun, J. A., Kim, S. J. and Han, D. S. (1995). Screening of natural 

preservatives to inhibit Kimchi fermenta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27, 257-263.

Mottram DS. 1996. Changes in thiol and disufide flavour compound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with proteins. In Flavour science. Recent developments. Taylor AJ and 

Mottram DS. (eds.). pp. 413-418. Thomas Graham House. Cambridge, England.

Mujumdar AS. 1987. Handbook of industrial drying. pp. 948. Marcel Dekker. New York.

Myers, R. A. (1989). Packaging considerations for minimally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Food Technology, 43, 120-126.

NASA (2003) Advanced Food TEchnology Workshop Report (Vol. I). In: Advanced Life 

Support Project Plan. CTSD-ADV-348 Rev C, JSC-29993, Houston, Texas, pp. 1-2.

Nayak, C. A., Suguna, K., Narasimhamurthy, K. and Rastogi, N. K. (200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istological and textural properties of carrot, potato and beetroot. 

Journal of Food Engineering, 79, 765-770.

Nelson GW, Nicely VA, Turner SR. 2000. Process for producing PET articles with low 

acetaldehyde. Eastman Kodak Company. US.

Newbrene P, Smith RL, Doull J. Feron VJ, Goodman, JI, Minro IC, Portoghese PS, Waddell 

WJ, Wagner BM, Weil CS, Adams TB, Hallagen JB. 2000. GRAS flavoring substances 

19. Food Technol. 54: 66-84.

Niemira, B. A., Fan, X. and Sommers, C. H. (2002). Irradiation temperature influences 

product quality factors of frozen vegetables and radiation sensitivity of inoculated 

Listeria monocytogenes. Journal of Food Protection, 65, 1406-1410.

Nijssen B. 1991. Off-flavour. In Volatile compounds in foods and beverages. Maarse H. 

(ed.). pp. 689-735. Marcel Dekker. New York.

No, H. K., Park, I. K. and Kim, S. D. (1995). Extension of shelf-life of Kimchi by addition 

of chitosan during salting. J. Korean Soc. Food Nutr., 24, 932-936.

Oh, S. H., Kim, J. H., Lee, J. W., Lee, Y. S., Park, K. S., Kim, J. G., Lee, H. K., and Byun, 

M. W. (2004)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 of 



- 85 -

rosemary extract powder on ready-to-eat hamburger steaks: I. Microboilogical quality 

and shelf-lif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 687-693.

Okos MR, Narsimhan G, Signh RK, Weitnauer AC. 1992. Food hydration. In handbook of 

food engineering. Heldman DR and Lund DB. (eds.). pp. 437-562. Marcel Dekker. 

New York.

Palaniappan S, Sastry SK, Richter ER. 1992. Effects of electroconductiveheat treatment and 

electrical pretreatment on thermal death kinetics of selected microorganisms. Biotech. 

Bioeng. 39: 225-232.

Panagiotou NM, Karathanos VT, Maroulis ZB. 1999. ffects of osmotic agent on osmotic 

dehydration of fruits. Drying Technol. 17(1): 175-189.

Park, H. O., Kim, K. H. and Yoon, S. (1990).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pectinesterase, 

polygalacturonase and peroxidase in Kimchi materials. Korean J. Dietary Culture, 5, 

443-448.

Park, I. K., Chung, I. K., Kim, S. D. and Gross, K. C. (2001). Effects of heat treatment of 

Brassica campestris (Baechu) on the content of moisture, Na+, Ca2+ and calmodulin 

gene during salting.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10, 128-131.

Park, K. J. and Woo, S. J. (1988). Effect of Na-acetate, Na-malate and K-sorbate on the pH 

acidity and sourness during Kimchi fermentation.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20, 40-44.

Park, K. J., Jung, S. W., Park, B. I., Kim, Y. H., and Jeong, J. W. (1996) Initial control of 

microorganism in Kimchi by the modified preparation method of seasoning mixture 

and the pretreatment of electrolyzed acid-water. Korean J. Food Sci. Technol. 28, 

1104-1110.

Park, K. S., Kim, J. G., Lee, J. W., Oh, S. H., Lee, Y. S., Kim, J. H., Kim, J. H., Kim, W. 

G., and Byun, M. W. (2004)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 of rosemary extract powder on ready-to-eat hamburger steaks: II. 

Improvement in quality.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 694-699.

Park, W. P. and Kim, Z. U. (1991). The effect of salt concentration on Kimchi fermentation. 

J. Korean Agric. Chem. Soc., 34, 295-297.

Park, W. P., Park, K. D., Cheong, Y. J. and Lee, I. S. (2002). Effect of calcium powder 

addition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Kimchi.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1, 428-432.

Passos, M. H. C. R. and Kuaye, A. Y. (2002) Influence of the formulation, cooking time and 



- 86 -

final internal temperature of beef hamburger on the destruc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Food Cont. 13, 33-40.

Potter NN, Hotchkiss JH. 1995. Food science. Chapman & Hall. New York.

Prakash, A., Manley, J., DeCosta, S., Caporaso, F. and Foley, D. (2002). Th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icrobiological, physical and sensory qualities of dices 

tomato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63, 387-390. 

Pyun, Y. R., Shin, S. K., Kim, J. B. and Cho, E. K. (1983). Studies on the heat penetration 

and pasteurization conditions of retort pouch Kimchi. Korean J. Food Sci. Technol., 

15, 414-420.

Raffi, J. and Agnel, J. (1983). Influence of the physical structure of irradiated starches on 

their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a kinetics. Journal of Physics and Chemistry. 87, 

2369-2373.

Reineccius G. 1994. Source book of flavours. 2nd ed. Chapman and Hall. New York.

Rizvi SSH. 1986. Thermodynamic properties of foods in dehydration. In Enginnering 

proprties of foods. Rao MA and Rizvi SSH. (eds.). pp. 133-214. Marcel Dekker. New 

York.

Rooney ML. 1995. Active packaging in polymer films. In Active packaging. Rooney ML. 

(ed.). pp. 74-110.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Rooney ML. 1995. Oxygen scavenging from air in package headspace by singlet oxygen 

reactions in polymer media. J. food Sci. 47:291-298.

Russo, D., Joshi, J., Lawson, M., Barta, D., Perchonok, M. (2003). Advanced food technology 

workshop report, NASA Lyndon B. Johnson Space Center, Houston, TX, 

CTSD-ADV-348 Rev C, JSC 29993.

Sala FJ, Burgos J. Condon S. Lopez P, Raso J. Effects of heat and ultrasound on organisms 

and enzymes. In New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Gould GW. (ed.). pp. 283-301.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Sastry SK, Datta AK, Worobo RW. 2000. Ultraviolet light. J. food Sci. 65(12): 90-92.

Sastry SK, Zitoun K. 1997. Continuous flow ohmic heating of solid-liquid mixtures: 

determination of interstitial velocity, rotation and stochastic area fraction. In 

Enginnering Food at ICEF7. Jowitt R. (ed.). E1-E4. Academic Press. Sheffield.

Schiffmann RF. 1992. Microwave processing in the US food industry. Food Technol. 46(12): 

50-51, 56.

Schmidt RH. 1990. Bitter components in dairy products. In developments in food science. 



- 87 -

Bitterness in foods and beverages. Rouseff RL. (ed.). pp. 183-204. Elsevier Science 

Publishing. New York.

Shankaranarayana ML, Raghavan B, Abraham KO, Natarajan CP. 1982. Sulfur compounds in 

flavours. In Food flavours. Part A. Introduction. Morton ID and Macleod AJ. (eds.). 

pp. 169-281.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New York.

Shibamoto T. 1980. Flavour volatiles formed by heated milk. In The analysis and control of 

less desirable flavours in food and beverages. Charalambous G. (ed.). pp. 241-265. 

Academic Press. New York.

Shipe WF, Bassette R, Deane DD, Dunkely WL, Hammond EG, Harper WJ, Kleyn DH, 

Morgan, ME, Nelson, JH, Scanlan RA. 1978. Off-flavours of milk: nomenclature, 

standards, and bibliography. J. Dairy Sci. 61:855-869.

Shipe WF. 1978. Analysis and control of milk flavour. In The analysis and control of less 

desirable flavours in food and beverages. Charalambous G. (ed.). pp. 201-239. 

Academic Press. New York. 

Short J. 1995. Membrane separation in food processing. In Bioseparation process. Singh RK, 

Rizvi SH. (eds.). pp. 333-350. Marcel Dekker. New York.

Sivik MR, Severns JC, Hartman FA, Trinh T. 2000. Odor control compositions comprising 

beta-ketoester pro-fragrances. The Proctor & Gamble Company. US.

Smith, M. C., Heidelbaugh, N. D., Rambaut, P. C., Rapp, R. M., Wheeler, H. O., Huber, C. 

S., and Bourland, C. T. (1975) Apollo food technology. In: Biomedical results of 

Appolo. Johnston, R. S. and Dietlein, L. F. (eds). NASA SP-368, NASA, Washington 

D.C., pp. 437-484.

Smith JP, Ooraikul B, Koersen, WJ, Jackson ED, Lawrence RA. 1986. Novel approach to 

oxygen control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f bakery products. Food Microbiol. 

3:315-320.  

Smith, S. M. and Heer, M. (2002). Calcium and bone metabolism during space flight. 

Nutrition, 18, 849-852.

Sofos JN and Busta FF. 1981. Antimicrobial activity of sorbate. J. Food Prot. 44: 614-622.

Sommers, C. H. and Boyd, G. (2006) Radiation sensitivity and postirradiation growth of 

foodborne pathogens on a ready-to-eat frankfurter on a roll product in the presence 

of modified atmosphere and antimicrobials. J. Food Prot. 69, 2436-2440.

Sommers, C. H. and Thayer, D. W. (2000). Survival of surface inoculated Listeria 

monocytogenes on commercially available frank-furters following gamma irradiation. 



- 88 -

Journal of Food Safety, 20, 127-137.

Sommers, C. H., Niemira, B. A., Tunick, M. H. and Boyd, G. (2002).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adiation resistance of virulent Yersinia enterocolitica. Meat Science, 61, 

323-328.

Sommers, C., Fan, X., Niemira, B. and Rajkowski, K. (2004). Irradiation of ready-to-eat foods 

at USDA’S eastern regional research center-2003 update.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71, 509-512.

Song, H. J., Moon, G. I., Moon, Y. H., and Jung, I. C. (2000) Quality and storage stability 

of hamburger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0, 

72-78.

Song, H. P., Kim, D. H., Yook, H. S., Kim, H. S., Kwon, J. H. and Byun, M. W. (2004).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for aging control and improvement of shelf-life of 

Kimchi, korean salted and fermented vegetabl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71, 

55-58.

Song, H. P., Kim, D. H., Yook, H. S., Kim, M. R., Kim, K. S. and Byun, M. W. (2004). 

Nutritional, physiological, physicochemical and sensory stability of gamma irradiated 

Kimchi(Korean fermented vegetabl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69, 85-90.

Spicer A. 1974. Advances in preconcentration and dehydration of foods. Wiley. New York.

Spotts RA, Cervantes LA. 1992. Effects of ozonated water on postharvest pathogens of pear 

in laboratory and packinghouse tests. Plant Dis. 76(3): 256-259.

SPSS. (1999). SPSS for Windows. Rel. 10.05. SPSS Inc. Chicago, IL.

Stafford KW, Jering LT, Drysdale AE, Maxwell S, Levri JA. 2001. "Advanced life support 

system integration, modeling, and analysis reference missions document," edited by 

Ewert MK and Hanford AJ., JSC-39503, Revision A, NASA Johnson Space Center, 

Houston, TX.

Stoecker WS. 1998. Industrial refrigeration handbook. pp. 782. McGraw-Hill. New York.  

Swallow, A. J. (1997). Chemical effects of irradiation. In: Elias, P.S., Cohen, A.J. (Eds.), 

Radiation Chemistry of Major Food Components. Elsevier Scientific, Amsterdam, pp. 

5-20.

Teumac FN. 1995. The history of oxygen scavenger bottle closures. In Active food 

packaging. Rooney ML. (ed.). pp. 193-202.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Thakur, B. R. and Singh, R. K. (1995). Combination processes in food irradiation. Trends in 



- 89 -

Food Science & Technology, 6, 7-11.

Thayer, D. W. and Boyd, G. (1994) Control of enterotoxic Bacillus cereus on poultry or red 

meats and in beef gravy by gamma irradiation. J. Food Prot. 57, 758-764.

Thayer, D. W. and Boyd, G. (2001). Effect of irradiation temperature on inactivation of 

Escherichia coliO157:H7 and Staphylococcus aureus. Journal of Food Protection, 64, 

1624-1626.

Thayer, D. W., Boyd, G., Fox, J. B., Lakritz, L., and Hampson, J. W. (1994) Variations in 

radiation sensitivity of foodborne pathogens associated with the suspending meat. J. 

Food Sci. 60, 63-67.

Toledo R. 1999. Evaporation. In Fundamentals of food engineering. 2nd ed. pp. 437-455.

Trinh T, Phan DV. 1998. Articles containing mall particle size cyclodextrin for odor control. 

The Protor & Gamble Company. US.

Turner, T. R. and Sanford, D. D. (1974). Skylab food system TMX-58139. Houston, TX: 

NASA-JSC.

Valdivia, M. A., Bustos, M. E., Ruiz, J. and Ruiz, L. F. (2002). The effect of radiation in the 

quality of the avocado frozen pulp.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63, 379-382.

Van Straten S, Maarse H. 1983. Volatile compounds in food. Qualitative data. 5th ed. Krips 

Repro Meppel. The Netherlands. 

Vodovotz, Y., Smith, S. M. and Lane, H. W. (2000). Food and nutrition in space: application 

to human health. Nutrition, 16, 534.

Wang WC, Sastry SK. 2000. Effects of thermal and electrothermal pretreatments on hot air 

dry rate of vegetable tissue. J. Food Proc. Engr. 23(4):299-319.

Xiong, Y. L., Decker, E. A., Robe, G. H. and Moody, W. G. (1993). Gelation of crude 

myofibrillar protein isolated from beef heart under antioxidant conditions. Journal of 

Food Science, 58, 1241-1244.

Yang, J. H., Park, S. H., Yoo, J. H., Lim, H. S., Jo, J. S. and Hwang, S. Y. (2003). Effect of 

freezing methods for Kimchi storage stability on physical properties of Chinese 

cabbage. Korean Journal of Food Culture. 18, 105-110.

Yoshida, H. and Takagi, S. (1999). Antioxidative effects of sesamol and tocopherols at 

various concentrations in oils during microwave heating. Journal of the Science of 

Food and Agriculture, 79, 220-226.

Zagory D. 1995. Ethylene-removing packaging. In Active food packaging. Rooney ML. (ed.). 

pp. 38-54. Blackie Academic & Professional. New York.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 고 서 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788/2006    

     제목 / 부제 

한국형 우주식품 안정공 을 한 산연 력 미래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이주운, 방사선 략기술개발센터

연 구 자  부 서 명  

변명우, 김재훈, 송범석, 최종일, 박진규, 박재남 방사선 략기술개발센터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7

페 이 지     89 p.   도   표  있음(●),    없음(   )  크  기   21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결과보고서

비 여부  외비(   ),  __ 비

연구 탁기  계약번호

록 (15-20 내외)

○ 본 연구는 우주환경 조건에서 안 장이 가능한 우주김치 제조를 해 첨가물, 질소

치환포장, 가열  냉동상태 하에서 방사선 조사한 후 미생물, 이화학 , 능  품질

을 평가함

○ 그 결과 김치는 가열  방사선 병용처리에 의해 완 멸균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주공간

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장가능한 우주김치를 제조할 수 있었음. 한, 방사선 조사

에 의한 김치의 품질 하를 방지하기 한 연구결과 가스치환(질소)포장과 냉동(-70℃)

온도에서의 방사선 조사  칼슘염과 비타민 C를 첨가는 김치의 조직연화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리카색소와 김치향 첨가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능  품질 하

를 개선할 수 있었음.

○ 한편,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을 이용한 우주여행(우주환경)용 식품개발을 하여 

정제  경질캡슐 제형에 한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시작품에 한 안정도와 식품규

격에 한 시험을 실시하 음.

○ 분말제형으로 제조된 생약복합조성물(HemoHIM)에 부형제로서 스테아린산, 마그네

슘, 탈크, 정제포도당을 첨가하여 정제제형을 한 제조공정을 확립하 으며, 분말 

제형으로 제조된 HemoHIM을 자동 경질캅셀충 기를 사용하여 1캅셀당 500mg의 

생약복합조성물 원료를 함유하는 pilot 하드캅셀 제형을 제조하 음.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한국형우주환경생명지원시스템, 방사선기술, 식품가공기술, 우주식품, 우주김치,

 우주방사선생체방어식품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788/2006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for stable support of Korean style space foods

by the collaboration with an industry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Ju-Woon Lee,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Myung-Woo Byun, Jae-Hun Kim, Beom-Suk Song, Jong-IL Choi, Jin-Kyu Park, 

Jae-Nam Park,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7

Page    89 p. Ill. & Tab. Yes(●),  No (  )  Size    A4, 21cm.

Note  

Open Open(●),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Keeping pace with the space era of 21 century, Korea get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project in which the manned spaceship an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ll be developed.

○The Korean astronaut program is so the first step to open a new field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that needs many researches and experiments to implement the 

mission successfully. Because food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it is imperative that 

the space food system is the best it can be. The supply of food must be 

nourishing and tasty so astronauts maintain their health during their important 

stays in spac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pace foods maintaining microbial 

safety and sensory characteristics, and the objective is to produc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ing technology of space foods. 

○The results showed that combination treatment of radiation technology might be 

helpful for extending the space foods such as space Kimchi.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herbal preparation (HemoHIM) for immune and hematopoiesis modulation as well 

as oxidative damage inhibition in space environment might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astronaut's health.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Radiation Technology, Food Processing Technology,

Space Foods, Space Kimchi, Functional Food with Protection from Cosmic-ray



(뒷면)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

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

표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절  방사선기술과 식품공학 융합기술 이용 우주김치 개발
	2 절  방사선방호 및 생체방호용 HemoHIM 가공기술 개발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 고 문 헌
	서지정보양식

